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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전후 70년으로 한국에게는 광복 70주년, 중국에게는 항일전쟁 및 반

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앞으로 국내외에서 한중일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일본에게는 종전 70주년입니다. 한일관계에 있

3국 협력 연구의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 견실한 한중일 3국 관계 발전에 보탬

어서는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한중일 3국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에

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인식의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한 채 전후 70년의 아까운 한 해
2015년 12월

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대화 모드로 흐름을 바꾼 것
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협력의 훈풍을 불어넣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한중
일 3국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서 중요합니다.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3국 전문가들 간에 이루어진
학술적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년 동안 한중일 3국 협력의 걸림
돌이었던 역사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 한중일 3국 전문가가 참
여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를 출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와 협력관
계 수립을 위한 제언을 포함한 학문적 결실을 내놓은 한국·중국·일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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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객관화되고 있

한국·중국·일본은 1998년 아시아 전체의 외환위기 상황에서 ‘뭉쳐야 산

는 것은 ‘한중일 3국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의 근

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지금은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인해 뭉치지 못하고 있

원은 정상회의에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 중국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경제적 요인, 역사 문제와 민족주의, 해양의

개최된 아세안과 한중일의 ‘9 +3’ 정상회의에 김대중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중요성과 영토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뒤섞인 가운데 한일, 중일 갈등은 심화

국가부주석,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

되고 한중일 3국 협력은 퇴색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기 위

[胡錦濤]

계기가 되었다.
1998년의 국내 언론(『매일경제』, 1998. 12. 17)에는 동남아 국가 지도자가 한중

해서는 무엇보다 중일, 한일 양자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논할 수 없다.

일 3국 협력을 부추기며 앞장서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실렸다. 당시 고촉통

오늘날 한중일 3국 간 갈등 반복과 협력 퇴색의 가장 큰 요인은 역사, 영

싱가포르 총리는 “한중일과 아세안을 분리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

토, 민족주의로 진단할 수 있다. 이에 2013년 6월부터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다. 공동체다”라고 말했고, 판반카이(Phan Van Khai) 베트남 총리는 “앞으로 아

중일, 한일, 한중 갈등관계와 한중일 3국 협력’을 연구 과제로 삼아 한중일

세안 정상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중일 정상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3국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진단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공동연구팀

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11월부터(캄보디아가 1999년 4월 아세안에 가입하여)

으로 중국에서는 일본 전문가인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양보장

‘ASEAN 10+3’ 체제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정

[楊伯江]

상은 2008년부터는 3국 간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고, 일본에서는 중국 문제 전문가인 도쿄대학의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교

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1년에는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을

수, 와세다대학의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그리고 한국에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2년 5월 베이징에서의 한중일 별도 정상회

서는 한중관계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교수, 한일

의 이후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극심한 역사·영토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는 2년

관계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이원덕 교수, 중일관계 분야에서는

연속 불발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차재복 연구위원, 그리고 유럽의 역사 갈등과 역사 화해의

[吳作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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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을 맡았던 박창건 교수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아시아 국제관계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연구 주제이나 복잡한 갈등 요인으로

이 책의 1부에서는 중국과 일본 학자들이 ‘한중일 3국의 상생(相生)을 위한

인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조건’, 즉 선결과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2부에서는 한국 학자들이 ‘한중일

역사, 영토, 민족주의 등 갈등 요인을 껴안은 채 한중일 3국 관계의 ‘새로운

3국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양자 관계 차원에서 조명했다.

협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공동연구의 목적은 3국 간 현안의 ‘문제’를 직시하여 ‘갈등을 넘어 협력을 지

구하고 책으로 출판하는 이유는 기존의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 관계 연구에

향’하기 위해 각자, 양자, 삼자가 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제

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중일 3국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단초가 되고 관

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8편의 글 모두 궁극적으로 3국 간 협력과 상생을 지향

련 정책을 구상하는 데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는 ‘3국 협생(協生)’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한중일 3국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

또한 이 책은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의 국제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역사학과

다. 우선 집필자로 참여해주신 한중일 3국의 학계 선배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맥락에서 ‘한중일 3국 간 갈등을 넘어 협력체제 복원’에

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공동연구의 처음부터 통역과 행정처리를 맡아 준 동

접근한 것이다. 3국 학자에 의한 국제 공동연구 과제 수행에는 무엇보다 언어

북아역사재단의 윤선화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 집필자

소통의 불편함, 주제 설정의 상이함, 양자관계 차원에서 내용의 중첩, 분석 틀

의 글을 번역해 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도희진 교수(중한 번역)와 길영숙 교

의 다양함이 예견되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연구자 간 연구 내용의

수(일한 번역) 및 남지언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소통을 충분히 하여 동일한 분석 틀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위해 현
지 학술 세미나를 적극 활용했다.

책의 말미에는 앞으로 한중일 3국 협력과 관련하여 집필진들이 강조한 주
요 공동성명과 문건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했다. 일본의 모리 가즈코 교수

공동연구팀은 2013년 9월 도쿄대학과 12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각각 중

는 향후 3국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과 일본도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간 결과 보고를 겸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쿄와 베이징 현지 학자들의 목소리

의 공동선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중국의 류장융 교수와 양보

도 반영해 왔다. 그리고 2014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민대학교가 주관하

장 박사는 3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일 간 ‘4개 정치문건’의 중요성을 강조했

여 서울에서 연구 결과 보고를 겸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회의에서는 김

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로 성사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2015. 11.

학준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추궈홍

1, 서울)에서

[邱國洪]
[陳峰]

주한 중국대사(서면), 한국외교부의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천펑

한중일 3국 협력 사무차장이 각각 기조연설과 축사를 통해 한중일 3국

3국 정부가 합의 도출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첨부했다. 끝으로 이 책이 국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에게 한중일 3국 관계 연구
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질정을 바란다.

협력을 위한 소중한 견해를 더해주었다.
한중일 3국 관계 연구는 1국의 외교정책과 양자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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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를 대표하여 차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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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의 선결과제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한중일 관계
중일관계 타개에서 전진으로

동북아 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큰 역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한중일 화해와 협력의 길
일러두기
1. 이 책은 한중일 관계를 다루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명
을 통일하여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양자관계의 갈등 이슈에 대한 언급 시 일본 학자가 쓴 글
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국학자가 쓴 글에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로 첫 언급 시에만 병기한다. 그리고 필자의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한중일 3자 관계의 국명 표기 시
에는 한중일 순서로, 양자관계의 국명 표기 시에는 한중, 중일, 한일로 통일한다.
2. 이 책은 한국 학자 4명, 중국 학자 2명, 일본 학자 2명의 집필진으로 구성된 한중일 3국의 국제 공
동연구의 결과물이다. 한국 학자 4명의 글은 2015년 10월까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국외 학
자는 2015년 상반기까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글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외학자 글의 번
역과 감수 작업 등으로 원고 제출 기일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 일본 학자의 경우 각주는 한국 독자를 위해 한글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는
3. 중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I.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를 생각한다
II. 중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
III.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 첫 번째 전환점이 된 1990년대
IV. 중일 양국의 세 가지 차원의 이슈와 여론
V. 중일관계의 두 번째 전환점
VI. 배타적(과격한) 민족주의론
VII. 글로벌 대국, 중국: 중일관계 긴장의 배경
VIII. 중국은 ‘제국(帝國)’이 될 수 있을 것인가
IX. 중일관계의 현재: 대립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
X. 관계 재정립을 위한 세 가지 제언
XI. 한중일의 공생을 위해

모리 가즈코 | 와세다대학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I  .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를 생각한다
2012년 9월 국교정상화 40주년의 축제 분위기는 격렬한 반일시위로 인해 순
식간에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췄다. 일본과 중국 간에는 이런저런 예상치 못
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는데, 이번 반일시위의 심각
성과 “댜오위다오는 고유의 영토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틈타 강탈했다”라
는 중국 외교부의 일본에 대한 집요한 비판은 필자를 놀라게 했다. 우선 시위
에 참여한 청년들이 ‘애국심은 무죄[愛國無罪]’라는 풍조에 편승해서 벌이는 폭
력적인 애국 행위는 결코 무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중국의 집요한 반일 언론이 군비 확장과 개헌을 노리는 일본의 보수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동아시아 국제관계, 중국정치외교 /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日中関係–戦後から新時代へ』(岩波書店·岩波新書, 2006）, 『21世紀の中国 政治·社会編 共産
党独裁を揺るがす格差と矛盾の構造』(共著, 朝日新聞出版, 2012), 『現代中国政治 第3版 グロ
ーバル·パワーの肖像』(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共同討議 日中関係なにが問題か 1972
年体制の再検証』(共編, 岩波書店, 2014).

세력을 자극하여 반중 여론을 부추길 뿐이기에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
는 중국에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차분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았다.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일본
과 중국 양국 국민 모두 ‘고유의 영토’ 중독증에 걸리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영토 문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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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면 출구가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마치 ‘싸구려 술에 취해’ 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대외관계에서는 ‘유엔(UN) 중심주의’를 관철해왔다.

정하듯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흥분시킨다. 남는 것은 괴로운 두통뿐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내적 비판을 실천한 것

라고 갈파했다.1 동중국해의 섬은 이렇게 많은 중국인, 일본인을 취하게 만들

과 다름없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이를 ‘소극적 평화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숙취 상태로 몰아넣었다. 민족주의는 실로 애

필자는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전후 아시아 70년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

물단지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적 지배에 저항한 민족주의는 진보의 일익을

다고 자부한다. 중국 또한 특히 근대화 정책으로 돌아선 1980년대부터 아시

담당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편협한 민족주의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아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수도 있다. 민족주의라는 ‘괴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세계사적인 과제

셋째, 아래에서 밝히는 필자의 ‘중일관계론’은 중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가 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의 가장 큰 적은 상대국의 국민이 아니라 선동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재 일본에서 다수파가 아니다. 2010년부터

된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20% 아래로 내려갔고, 중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를 밑돌고 있다. 이른바 ‘혐중(嫌中)’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II  . 중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

넷째, 중국의 강경한 반일은 중일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이 배경에는 일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악

이 글에서는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35주년이 지난 상

의 중일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자는 이 글에서 중국의 지식인과 학생들에

황에서 2012년 영토를 둘러싸고 벌어진 심각한 충돌 사태와 관련하여 필자의

게 진심으로 기대하는 희망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일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양국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

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미래지향적인 대일관(對日觀)을 만드는 것이다.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중일관계에 관한 필자의 기본적

다섯째, 아시아의 이웃나라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필자의

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자 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우선 역사 문제로 인한 상대국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첫째, 1972년 국교정상화 협상을 포함하여 40년간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

상대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는 일종의 감정적인 ‘억지떼쓰기’가 있다고

해 중일 간의 전후(戰後) 처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수많은 문제를 그대로

생각한다. 그 결과 항상 상대국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중국

남겨둔 채 시간이 흘렀다.

의 역사교육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어릴 때

둘째, 일본은 전후 70년 평화헌법하에서 국민주권을 주축으로 경제 발전을

부터 상대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심어주게 된다. 중국의 논객 마리청(馬

1 『朝日新聞』(2012. 9. 28).

20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21

立誠)이

시의적절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仇恨没有未来’ 2(‘경제관찰망’, 2013. 2. 5),

즉 ‘원한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양측 모두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미
래지향적인 역사를 계승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도 건국 이래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략’만 일삼아온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양국이 냉정하게 상대를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
경심을 갖도록 지적 공헌을 하는 것,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⑥ 양국·국민에게 최대의 적은 배타적 민족주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
적(知的)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⑦ 2010~2012년 중일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지났다. 역사인식의 차이,
세력을 둘러싼 다툼, 다르면서도 원리주의적 측면에서는 공통된 양국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⑧ 중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이 있다. 모델은 1998년 10월 8일
의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이다. 한일 양국은 이때 최소한
의 역사적 화해를 실현시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 재구축을 성

①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에는 몇 가지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공시켰다.

②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중일(미)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일
본의 ‘원조’가 중국 근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③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교 이후 중일 양국은 관계의 제도화와 기초의 재구
축에 성공하지 못했다. 관계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깨지기 쉬웠다.

III  .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
첫 번째 전환점이 된 1990년대

④ 1990년대 중반 중일관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해 새로운 단계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인식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협상은 단 5일 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제2차 세계대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전 이후 지속된 ‘비정상적 관계’를 마감하고 배상 문제도 처리했으며, 양국 사

⑤ 21세기 들어서 ‘중국굴기(中國崛起)’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반

이에 큰 걸림돌이었던 타이완 문제도 한편으로 매듭을 짓는 등 커다란 성과를

면 침체일로를 걷는 일본은 보수화·군사화 경향을 보이는 등 대조적인

거뒀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접근하는 엄청난 상황과 마오쩌둥(毛澤東)·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영토 분쟁은 쌍방의 배타적 민족

저우언라이(周恩來)·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라는

주의를 부추겨 양국관계를 불신과 시기심이 난무하는 위험한 경지로 몰

네 사람의 걸출한 정치인들의 결단이 양국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아넣었다. 비상시 안전 확보가 가능한 긴급체제(mechanism)가 필요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참상을 겪었으면서도 ‘배상청구’

것이다.

까지 금지당한 중국 국민들의 ‘감정’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
다 가장 큰 문제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또는 ‘방치했다’는

2 『经济观察网』(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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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측과 중국 국민에 대한 배려나 방법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

계의 황금기였다. 하지만 이런 중일관계도 199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전환점

제다. 1980년대 오히라 총리가 선봉에 섰던 중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을 맞이하게 된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심정적으로는 배상에 상응한다 할지라도 그런

1990년대 중반에는 두 종류의 ‘이후(post)’가 존재했다. 하나는 ‘탈냉전(脫冷

뜻이 중국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일본 스스로 어떤 형식으로든

戰)’,

배상을 하겠다는 결단이 부족했다. 중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1972년

에서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무너지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무라야

의 협상은 일본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인 동시에 성공적으로 인식되어 협상

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이 반체제를 표방한 사회당을 포함하여 연립정권 체

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4년에 출범한 무라야마 내각은 자위대 합헌, 일

다른 하나는 특히 일본의 경우 ‘전후(戰後)’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일본

일본이 해결을 방치한 또 다른 문제는 1950년대 이후 맺어온 타이완과의

장기와 기미가요를 공식 인정하고 그때까지 지켜오던 비무장·중립이라는 기

관계를 중일관계의 모든 것으로 보는 ‘허구(虛構)의 대중(對中)정책’, 그리고 그

본 노선을 포기했다. 변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자민당 내에서도 분출했다.

것과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1993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가 제기한 ‘보통국가’론이 그것이다.

고심하던 일본이 1972년의 협상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인식하면서 ‘허구의

즉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중정책’에 대한 재조명을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 이 협

“자국의 방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헌법을 개

상은 과거와의 모순을 없애 정합성(整合性)을 꾀하려 했을 뿐 미래를 열기 위한

정하여 제9조 제3항에 ‘평화 창출 무력’, ‘유엔 대기군 보유와 활동’을 인정해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야”한다며 국방군을 용인하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오자와에 따르면 군대라

위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유보’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일까?

는 자위 능력을 보유하는 것, 대외적인 군사활동을 하는 것 등이 ‘보통국가’의

결과적으로 중국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뿌리 깊고 집요한 불신

요건이다.3 참고로 일본국 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감과 시기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이 ‘전후(戰後)는 끝났다’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면서 과거를 단절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에서는 ‘전후’가 시작된 것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

이다.

기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40년 동안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두 번 있었다. 1980년대
이후의 중일관계는 두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해왔다. 즉 역사인식·전후처
리에 대해 ‘극소수의 군국주의자와 피해자로서의 일본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면서 전후
일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1990년대에 대부분의 일본인이 ‘전후는 끝났다’고 인식했다는 사실은 여론

주장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접근’과 일본이 원조하고 중국이 원조를 받는 경
제 관계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익 접근법’이다. 1980년대는 양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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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나는 미래에

<그림 1> 일본인의 헌법의식 변화(195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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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나 극동군사재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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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五百旗頭真(2006), 『전후 일본 외교사』, 108쪽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일본에 대해 전
쟁 배상을 요구하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다. 중국민간대일배상연합회의 퉁
쩡(童増) 회장은 1990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일본에 대한 중국의 피해배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아사히신문(朝日新

상 요구가 시급하다[中国要求日本受害赔偿刻不容缓]’는 글을 보냈으며, 1992년에

聞)』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둘 다 1990년대 중

는 중국인 위안부에 대한 민간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주중 일본대사관에 제

반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다 마침내 역전하는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출했다. 나아가 1996년에는 ‘민간 댜오위다오 보호연합회(民間保釣連合會)’를

(<그림 1> 참조).

설립하여 민간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양국의 인식 차이도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벌어졌다. 일본 전역을 뒤덮은

이 시기에 ‘분노한 청년’들의 ‘울트라 민족주의(초민족주의)’도 두드러지게 된

‘전후종식론(戰後終熄論)’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이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다. 그 대표격이 왕샤오둥(王小東)이다. 그는 전통문화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총리는 ‘전후 50년에 즈음한 총리 담화’를 발표하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허상(河殤)」을 민족적인 허무주의, 자학주의라고 일축하고, “중국인들의 생활

‘침략전쟁’의 과오를 아시아인들에게 사죄했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공간이 이렇게 더럽고 비좁은 것은 마오쩌둥의 인구정책 탓이 아니라 근대 이

말한다.

후 범세계적인 싸움에서 늘 패했기 때문이다”라고 갈파한다. 또 “국제관계에
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 오로지 영원한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저 없이

우리 나라는 머지않은 과거 한 시기에 국책을 그르쳐 전쟁의 길로 들어서 국
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많은 나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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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하여 청년들의 울분을 발산시켰다.4
1990년대 중반에 표면화된 일본과 중국 양국의 인식 차이는 이후에도 좁
혀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다. 당시 양국은 모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

<그림 2> 일본·중국 간의 이슈
?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
영토·영해

경제적 마찰

다. 이제와서 만약 그때 중일관계를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재구축할 수 있었다

ODA
(공적개발 원조)

미일동맹

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1998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일본 방문 당시
타이완 문제

지역 리더십

에도 관계 재구축에 성공하지 못하고 골이 더 깊어지고 말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후 보상
국가 배상
민간 배상

IV  . 중일 양국의 세 가지 차원의 이슈와 여론

민족주의
역사 문제

역사인식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필자는 세 가
지 층위의 이슈가 있으며,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상태라고

과 중국 간의 대립을 세 가지 층위 전부로 확대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생각한다(<그림 2> 참조). 먼저 저층, 기초 층위에서 역사인식, 가치를 둘러싼 대

가능한 한 세 가지 층위의 분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각 층위의 분

립과 차이가 있다. 1980년대부터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과 싸움은 주로 이 층

쟁을 그 층위에서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능한

위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층위는 세력,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을

일이기도 하다. 전면적인 대결, 게다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대결만큼 큰

둘러싼 대립·싸움이다. 타이완 문제, 미일안보조약 등과 함께 2005년 반일시

위험은 없다.

위에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초점이 되었다. 두 번째 층

2000년대 이후 중일관계의 특징은 여론과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유례없

위로 이슈가 확대된 것이다. 세 번째 층위는 영토·영해·무역·경제협력 등 구

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중일 양국 모두 정부의 통치력이 쇠퇴하면서 필연적

체적인 이익을 둘러싼 대립·싸움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지만,

으로 여론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포퓰리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충돌이 원리화(原理化)된 이후 양측 모두 ‘고유

즘에 빠진 상황이다.

영토’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대립 요인이 되어왔다. 특

<그림 3>은 1988년 이후 일본인의 대외 이미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히 2012년 중국의 주장(『댜오위다오백서(釣魚島白書)』, 2012. 9. 25)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1989년 톈안먼
(天安門)

4 王小東(2000), 「当代中国民族主義論」, 『戦略与管理』 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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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96년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훈련, 2005년 반일시위, 2010년

과 2012년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충돌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국에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29

<그림 3> 중국·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 추이

<그림 4> 베이징 지역 대학생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2012년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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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 1988~2012(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V  . 중일관계의 두 번째 전환점

대한 이미지는 중국보다 훨씬 좋았으나 이 또한 독도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2010~2012년에는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온다. 2005년에 발생한 반일시위

2010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토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국민감정을 자

이후 중일관계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2010

극하는 요소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했다.

년 가을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 나포사건, 특히 2012년 9월

<그림 4>는 2012년 봄 베이징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이

일본의 국유화 조치에 항의하는 중국의 폭력적인 반일시위와 치열한 외교 공

미지를 조사한 결과다.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 반대 반일시위가 벌어지기 전

세로 인해 양국 간에는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자취를 감춘 것처

의 데이터다. 흥미로운 점은 ‘친근감이 없다’는 응답이 30% 이상이지만, ‘보

럼 보인다.

통’ (중국어로는 ‘일반(一般)’)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사실이다. 기타 정보까지 고

사건의 배경에는 중일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첫째, 일본을 추월한 중

려해보면 2012년 9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속된 격렬한 반일시위의 주역

국의 경제 성장으로 동아시아에 본격적인 세력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점. 둘

은 대학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째, 양국 모두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중대한 내정 문제를 안고 있어 그것

하지만 일본인과 중국인 모두 ‘친근감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0%를 밑
돌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일(反日)이 반중(反中)을
부르고, 혐중(嫌中)이 반일(反日)을 부른다. 이 부정적인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
인가. 관계 재구축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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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쉬워졌다는 점이다. 국가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데 민족주의보다 뛰어난 특효약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전환점이 심각한 이유는 중일관계의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재구축의 방향성이나 조짐도 보이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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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를 지탱해온 두 가지 접근법, 도덕적

VI  . 배타적(과격한) 민족주의론

접근법과 경제·이익 측면의 접근법 모두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
덕적 접근법, ‘극소수의 군국주의자와 피해자로서의 일본 국민을 나누는’ 양

중국에서 자유로운 언론 공간의 확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더

분론은 중국 내부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의 시사 잡

불어 민족주의, 그것도 감정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

지 『옌황춘추(炎黄春秋)』에 게재된 허팡(何方) 전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

지만 중국에서도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지식인들이 많다. 사

장의 ‘자아비판’은 심각한 수준이다. 허팡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상가 리쩌허우(李澤厚, 중국사회과학원)는 이미 1980년대에 중국의 근현대사 과정
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민중에 대한 계몽을 압도”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과거 인식과 표현에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외침략을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만연과 함께 쓰디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경종을 울리

민족적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일부 군국주의 분자만

고 있다(「啓蒙与救亡的双重変奏」, 1987).

의 탓으로 돌려 일본 인민을 우리와 같은 군국주의의 피해자라고 간주한 점
이다. 이것은 시시비비를 혼동한 커다란 실수였다.5

철학자 뉴우훙바오(牛宏寶, 중국인민대학)도 중국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는 이유 중 하나는 왕조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전환할 때 근대적
가치를 찾지 못해 임시변통으로 전통(법가적 국가민족주의와 유교적 문화민족주의)에 의

‘극소수의 군국주의자와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구분’하는 ‘양분론’은

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게다가 뉴우훙바오는 권위주의적 억

19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일 전략의 양대 축 중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미

압과 친화성이 강하고, 이문화·이민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며, 보편적 가

국과 일본을 나눠 일본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이것은 냉전시기의

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할 대상

국제 대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자는 패전국을 관용으로 대한

이라고 강조한다.6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수긍할 만한 논지다.

다는 일본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원칙’인 동시에 중국의 지도자 마오

또한 서양 사상사 연구자 충르윈(叢日雲, 중국정법대학)은 2005년과 2012년의

쩌둥·저우언라이가 목표로 한 ‘새로운 중국의 도덕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반일시위로 상징되는 중국의 새로운 민족주의를 ‘급진민족주의’로 명명하고,

것이었다. 물론 일본은 이로 인해 큰 혜택과 이익을 보았다. 배상청구를 포

호전적·배타적·비이성적이라는 중국 고유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

기한 중국의 결정은 중일관계를 구원했고, 특히 일본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

다. 문제는 왜 이런 ‘급진민족주의’가 나타나는가, 왜 여론을 끌어당기는가라

켰다.

는 점이다. 충르윈은 민족주의에 대해 ① 일본 우익세력, 미국의 대중(對中) 강
경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학교와 언론에 의한 역사교육·선전의

5 何方(2012), 「時代問題判断有误就会危害全局」, 『炎黄春秋』 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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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牛宏寶(2013. 1. 23), 「2012中国民族主義思潮動向」, 『中国改革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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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원한과 증오만을 가르치는 중국의 근대사 교육이 건전한 애국주의
와는 무관하며, 이웃나라와 건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고유의 ‘급진민족주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아’라고 주장
하는 충르윈의 관점은 세계에 통하는 가치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7

<그림 5>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일본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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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세계적인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2012년 9월 센카쿠에

TPP 참여

서 충돌사태가 일어난 직후 ‘고유의 영토’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싸구려 술’

의원 정족수 반감

에 취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
자부로(大江健三郎)를 비롯한 ‘시민들’은 센카쿠 반일시위가 벌어진 직후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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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사히신문』과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연구실이 국회의원 및 유권자
1,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아사히신문』(2013. 1. 28)

28일 ‘영토 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 일본 시민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영토 문
제가 얼마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지를 비롯하여 언론과 정부에 내셔널리즘을
억제시키고 진정시킬 책임이 있다는 점, 영토 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 외에

반면, 유권자는 50% 지지에 그쳤다.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

는 방법이 없다는 점, 애초부터 ‘고유의 영토’ 등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

타났다. 한편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의원은 45%이지만, 찬성하는 정당지지

는다는 점 등을 호소했다. 귀 기울여 마땅한 ‘시민의 호소’를 일본 언론들은

유권자는 35%로 소수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2012년 12월에 당선된 국회의

거의 무시했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원과 유권자는 이러한 핫이슈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것이다.

2013년 참의원 선거 이후의 정치 전망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화’와 관련하여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

다만 중국의 강경한 반일정책, 언론, 중국 국민의 반일시위가 일본의 보수

본의 동향이다. 가장 큰 문제는 평화헌법의 향후 전망이다. <그림 5>는 다소

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군사력 강화, 미일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어붙

오래된 자료이지만, 헌법 개정, 집단자위권, 원전 재가동 등 현재 일본의 핫이

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일본이 ‘소극적 평화주의’ 노선을 전환하는 데

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국회의원과 정당지지 유권자 약 1800명

중국이 결정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일본의 실정을 감안

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개헌은 국회의원의 경우 80%가 찬성하는

한 이성적이고 온건한 대일정책을 희망한다.

7 叢日雯（2012. 10）, 「当代中国激进民族主义兴起的原因」, 『领导者』 总第48期. http://
www.21ccom.net/articles/zgyj/ggzhc/article_2012112571712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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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글로벌 대국, 중국: 중일관계 긴장의 배경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중일관계가 긴장된 배경에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
되고 있는 중대한 파워 시프트, 즉 상승기에 들어선 중국의 글로벌화(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화)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거기에 동아

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결정해온 미국의 쇠퇴도 미묘하게나마 중일관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7> 중국 공식 발표 국방비(1988~2014)
(억 원)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년)

* 출처: 중국의 국방비 추이 1988~2014년, 4년간 두 자릿수 성장. 『아사히신문』(2014. 3. 5)

우선 중국의 세계화와 위협에 대해 분석해보자. <그림 6>은 1990년 대비
2020년의 GDP를 예측한 분포도다. 1990년에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 일본은 14%였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

최되는 2020년에는 중국 15%, 미국 22%, 일본 6%로 예측된다. 중국의 GDP
가 불과 30년 만에 2%에서 15%로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유
지된다면 이 수치는 17~20%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
국과 팽팽하게 맞서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그림 6> 세계의 GDP 분포(1990, 2020년)
일본
1990년

6

2020년(예상)

사 비용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이 발표한 공식수치를 사용할 수밖에

기타

15

중국

14

36

없는데, <그림 7>에 나타난 1988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중국의
국방비가 장기간에 걸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2

26

이외에도 중국의 부국강병 상황을 국방비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군

서는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여 2004년 약 2,000억 위안, 2014년 8,000억
%

27

31

위안으로 10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이 분석 중에 있다.

22
미국

EU

21

그렇다면 향후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영국의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 출처: 田中均(2014. 4. 15), 「흔들리는 국제질서상–미일, 전략대응을 재조정하라」, 『닛케이신문』
* IMF 자료, EU는 현재 28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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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820년으로, 전 세계의 32%였다고 한다.8
구미에서는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을 보면서 ‘구미가 세계의 패권을 쥐어
온 것은 고작 300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일찍이 19세기에 30%의 GDP를 차
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9

셋째, 자신의 주변국에 대해 자립적인 국민경제를 허용하지 않는 글로벌
경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넷째, 제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계질서의 중심지(Métropole)인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10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중국을 생각해보면, 현 단계에서 ‘제국’으로서
의 중국은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세계적 가치와도 거리가 멀다. 문화적 지배 가치의 경우에는

VIII  . 중국은 ‘제국(帝國)’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글로벌 경제력 부분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 중

중국이 예전처럼 제국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에

국은 제국화하기보다 거대한 국민국가로서 주권을 유지하는 근대적 주권국가

대해서 생각해보자. 제국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현대 미국으로 대표되는

에 매우 집착하고 있다. 중국이 제국을 향한 욕망을 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패권적 제국이나 명·청 왕조 같은 고전적인 제국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제국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가정한 상태에서 글로벌 상황을 생

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을 때, 후지와라 기이치(藤原帰一)

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 주장에 따르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공공
재인가?

중화제국의 시대에 중국 왕조는 티베트와 투르키스탄에 대해 상당 부분 관
용의 정신을 베풀며 통치했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를 희구하는 현대 중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는 가혹하다. 최근 우루무치와 카슈가르 등 신장(新疆)

둘째, 문화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은 분명 예사롭지 않다. 위구르인에 대

유를 사명으로 전 세계에 이를 전파하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의 제국으로서

한 중국 당국의 대응은 과잉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비극의 씨앗을 스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유교를 회생시킴으로써 문화적인 힘

스로 잉태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폭력적인 보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위구르와 한족 간의 문제는 다음 세대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8 Angus Maddison(2007),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1–2030 AD – Essays in
Macro–Economic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9 マーチン·ジェイクス, 『中国が世界をリードするとき』(원제: When China rule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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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급증한 시기는 1960년대로, 에너지와 면화 등 자원개발을 위해 한
족 간부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말하자면 ‘국내 식민’이다.

상황은 지금까지의 중일관계와는 매우 다르다.
중일관계의 구조가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새로운 상황이 있다. 첫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동투르키스탄과 한족이 항쟁을 벌여온 역사도

째는 가치·파워·구체적인 이익 등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있다. 일본과 중국의 화해가 어려우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

점, 두 번째는 이러한 대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세 번째

국에서 한족과 위구르, 또는 티베트와 한족 간에도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지만

는 양측 모두 원리주의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은 ‘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후 체제로부터의 탈피’, ‘보통국가’를 노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50년 동안
열강의 지배를 당했던 ‘원한’을 풀어 냉전시기에 받은 불이익을 회복함으로써
‘일등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11

IX  . 중일관계의 현재: 대립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

이견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아베 정권의 대중국 안보정책은 신보수주
의(Neoconservatism)로 비친다. 중국은 아베 총리를 종전부터 있어온 오래된 민

2012년부터 중일관계는 전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족주의자로 보고 있지만, 단순한 민족주의는 아니다. 아베는 헌법 제9조를 정

‘국유화’, 이에 반대하는 반일시위, 일본과 중국 양국의 상호 격렬한 비난전으

점으로 하는 전후 평화주의에 대한 복수로서, 일본은 자위적 방위력을 가진

로 인해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의 정치관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 국

‘보통의 군사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옹호

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위기다. 이후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하는 신민족주의자들이 아베를 지지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원리주의적

의 정치권, 외교가는 서로가 먼저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미미하게나마 일본

인 것이다.

재계에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2014년 9월, 경제동우회 대표단, 경제단체

한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의 꿈’을 통해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연합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측도 이에 부응하기 시작했지만 전면

하고 있지만, 근대 150년 동안의 원한을 풀려는 의도만이 아니라 근래의 가

적 개선으로 발전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차 없는 외교적 행보를 접할 때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배제된

2012년 질적으로 달라진 양국관계는 이제 가치, 파워, 이익이라는 3층 구

‘냉전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복수를 노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각의 이슈를 따로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왕지스(王緝思) 교수는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은 일등국가에 걸맞은 대우를

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양국이 총체적인 대립관계에 놓인 것은 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제정치학자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도

닌가 싶다. 2012년 9월 25일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댜오위다오 백서』를 읽

2014년 4월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의 목표를 “국가 존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보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입장이 역사 문제
와 맞물려 전면적 대립으로 맞서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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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지위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답답함을

X  . 관계 재정립을 위한 세 가지 제언

품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런 억울함은 일본의 신민족주의적인 보수파 엘리
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의 이웃하는 강대국 중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시아

양국의 지도자가 원리주의를 고수하며 상대국에 대응한다면 양국 모두 상

의 미래는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

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양국 모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매

의 상황을 앞에 두고 ‘보통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

우 크다. 양국의 정치인은 우선 분쟁을 군사화하지 않기 위한 긴급조치를 강

지, 보통의 선린관계의 기초를 무엇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필자는

구할 책임이 있다.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는 지금 당장

참고로 소개하자면 극단적인 현실주의자(realist)인 옌쉐퉁 교수는 『아사히신

나서야 하는 시급한 과제다.

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양국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

첫째, 영토 분쟁의 원리성(原理性), 양국의 분쟁 방지 메커니즘의 결여 등으

다. 첫째 우호·협력관계(러시아), 둘째 보통의 선린협력관계(독일과 프랑스), 셋째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 차원과 방위 실무

신형대국관계(때로는 전략적으로 대립하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미관계).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 채널을 구축할 것. 특히 양국 국방 담당자 차

넷째 대립관계인데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2 이렇게 되면 일본과

원에서 계속되어온 ‘해상 연락체제’ 등의 본격화, 어업 안전과 관련된 다자체

중국의 대립은 단순히 어떤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넘어서 전면적인 대립관

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다.

계로 치달아 개선에 대한 전망을 찾기 어려워진다.

둘째, 지금까지의 관행과 원칙이 무너져버린 중일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

양국관계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양국 정부 모

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 정부는 영토 문

두 확실히 인식하고 대립과 항쟁을 구체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지 않으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분쟁을 인정하고, ‘유보’된 문제에 대해

려는 지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는 쌍방이 ‘재차 유보’하는 식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등 영토 문제를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 어찌 됐든 ‘외교’를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역
사 문제, 전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1998년 10월 8일에 이루어진 한일공동선
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본과 한국의 파트너십’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은
중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모델이다.
1998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은 다음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일본이 정식 사죄를 표명했고, 최소한의 화해를 실현했다. 선언은 말

12 『朝日新聞』(2014. 4. 11).

42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한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회고하며 일본이 과거

중일관계의 재정립과 한중일 3국 관계

43

한때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XI  . 한중일의 공생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에서 우
러나온 사죄를 했다.”

일본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모든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는 역사 문제,

둘째, 한일 양측은 전후 상대국의 노력을 칭송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

다른 하나는 영토 문제다. 당면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각자 ‘배타적 민

전과 민주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은 전후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專守防

족주의’를 졸업해야 한다. 동북아 3국은 모두 국민국가로서 젊고 혈기왕성하

衛)

다. 최고 지도자도 모두 젊다. 맺음말에서는 중일관계 및 한일관계를 비교, 고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보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본

의 경제 지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1998년 한일공동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찰할 것이다. 분쟁의 완화와 화해를 향한 접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후 아시아에서 탄생한 양자 간 합의문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다. 키워

첫째, 각각의 출발점을 생각해보자.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국교정상화

드는 ‘화해’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2012년 시점에서 일본과 중국 양국은

를 실현하면서 오늘날의 양국관계를 출발시켰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

국교정상화 40주년, 우호조약 35주년을 맞았다. 이제 양국은 한일공동선언을

루어진 국교정상화 협상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지만, 정상화 및 배상, 경제

모델로 삼아 위의 내용이 포함된 다섯 번째 문서를 작성하고 관계를 다시 시

원조를 연계시킴으로써 전후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편 1972년 일본과

작해야 한다.

중국의 국교정상화는 전쟁 상태의 종식, 정통 정부 인정이라는 어려운 과제

양국이 작은 섬을 둘러싼 분쟁을 넘어서서 일본은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

를 해결했지만, 전쟁·전후처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배

고, 중국은 전후 아시아 및 일본의 행보를 냉정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상청구 포기’는 중일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전쟁 피해의 회복이라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쌍방에 결여된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중국 국민의 염원에 대해 일본은 부응하지 못했다.

셋째,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염두에

둘째, 일본은 한중 양국과 모두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빚고 있다. 하지

둔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경직된 양국관계의 돌파구로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

만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중일관계보다 한일관계 쪽이 교착상태를 돌파

으로는 아시아 지진계측예보센터, 아시아 방역기구, 아시아 긴급공동기금, 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2월 13일에 중국사회과학원

시아 ‘사람의 안전’ 공동센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기도 바다도 하늘도

에서 개최된 공동연구팀의 한중일 세미나에서 이원덕 교수(국민대학교)가 한 주

모두 공공재다. 글로벌 경제대국 중국과 선진국 일본이 책임져야 할 지역의

장을 살펴보자. 우선 양국은 비교적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고 있다, 둘째, 한국

공동사업은 얼마든지 있다.

과 일본보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셋째, 양국관계를 좌

근대 주권국가 구축을 위해 부심해온 일본, 중국, 한국이 이제는 서로 협력
하여 지역, 또는 글로벌 공공재를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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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등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중일

재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모두 젊은 국가이며, 2012년

관계보다 한일관계가 더 다루기 쉽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필자도 동의

에 젊은 지도자들이 탄생했다. 부디 젊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기를 간

한다. 필자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중일관계의 비대칭성(규모, 오르막길에 있는 신

절히 바란다. (번역: 길영숙)

흥국과 내리막길에 있는 선진국 등)이

중일관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

각한다.
이상의 논의는 접어두고, 중일 양국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일관계가
하나의 학습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1998
년 한일공동선언을 토대로 하여 일본과 중국은 관계를 재정립하고 화해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3국의 관계 재구축이 가능
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훌륭한 선린의 역사를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원자바오(温家寶) 중국 총리는 ‘얼
음을 녹이는 여행’이라 일컬으며 최초의 일본 국회 연설에서 흥미로운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의 지도자는 여러 차
례 역사 문제에 대해 태도를 표명하고, 침략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피해
국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이것을 중국 정부와 인민은 적극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천명했다. 다음으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일본
의 원조에 대해 “중국의 개혁개방과 근대화 건설은 일본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이것을 중국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재차 강한 사의(謝意)를 표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원자바오 총리의 연설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화해’ 제안이 아니었나 싶다.
한중일 3국은 ‘화해의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다는 점, 다시 되돌아갈 수 있
는 선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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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새로운 일중관계를 생각하는 연구자 모임에 대해

일본의 뜻 있는 중국 연구자들이 2013년 10월, 일중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개선을 바
라며 ‘새로운 일중관계를 생각하는 연구자의 모임(약칭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12월 현재 260명의 연구자(중국, 일본, 일중관계 연구자, 재일 중국인, 재외 중국인 포함)
가 이 네트워크형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I. 머리말

‘생각하는 모임’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규범과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
둘째, 영토 분쟁을 다른 차원으로 파급·확대시키지 않는 냉정함과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 문화, 지역 풀뿌리 관계의 유지 및 강화.
셋째, 양국 정부와 국민이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할 것.

‘생각하는 모임’은 또한 다음 세 가지를 과제로 내걸고 있다.
우선 일중 양국 정부, 국민,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민족주
의를 극복하여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 다음으로 일중 양국 연구
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지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 나아가 새로운 선린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중관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것(비교화해학 등) 등이다.

II. 한중일 관계의 복잡성, 비대칭성 및 규칙성
III. 한중일 관계 개선의 기회와 새로운 시련
IV. 한중일 관계의 역사 반추와 미래 협력

류장융 | 칭화대학교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I  . 머리말
동북아시아의 인접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도 적
지 않으며,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갈등과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당(唐)의 백강전투(白江戰鬪), 명(明) 만력 연간 명·조선 연합
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침략 격퇴, 청 말의 청일전쟁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예외 없이 한반도와 관련된다.
2015년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다. 불평등조
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120주년이자, 제2차 세계대전 및 중일전쟁 승리,
대한민국 광복, 일본 패전 및 항복 70주년이다. 또한 불평등조약인 ‘한일병합
조약’ 체결 105주년이자 전후 한일수교 50주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와
류장융[劉江永]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본정치 /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中国与日本: 变化中的“政冷经热”关系』(人民出版社, 2007), 『当代日本的对外关系』(공저,
世界知识出版社, 2009), 「从国际战略视角解读可持续安全真谛」(『国际观察』 第6期, 2014),
「地缘政治思想对中美日关系的影响」(『日本学刊』 第3期,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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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安倍政治学”与中日韩关系」(『东北亚论坛』 2015年 第3期)을 수정·보완한 것임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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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폴리틱스(Abepolitics)’가 중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

II  . 한중일 관계의 복잡성, 비대칭성 및 규칙성

가 있다.
‘아베폴리틱스’에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아베노믹스(Abenomics)’에서 파생

전후 70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는 특수한 복잡성을 띠면서 정치와 경

하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치 및 외교노선을 전반적으로 이르는 용어

제·무역 관계의 상호 영향 속에서 모종의 규칙성을 보여왔다. 현재 중국과 한

로, 주로 아베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하면서 추진한 우경화 대국노선이라는

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정책 목표, 방침 및 행동을 가리킨다.

불안정한 ‘전략적 호혜관계’이며, 한일관계는 갈등이 있는 ‘협력동반자 관계’

구체적으로 보면, 대내적으로 전후 ‘일본국 헌법’ 및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

다. 21세기 들어 한중, 중일, 한일관계는 비대칭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

력을 사용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법안의 수정을 모

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동시에 한중일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색해왔다. 또한 ‘아베노믹스’ 및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편승하여 자신

원인은 일본의 정치 우경화, 특히 아베폴리틱스의 직·간접적 영향에 있다.

의 집권 기반을 다지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전후 금기를 깨면서 전후 국내
체제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 역사를 희석하거나

1. 한중일 3국의 중요성과 3국 경제 발전의 불균형

미화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참배했고, ‘적극적 평화주
의’라는 미명 아래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및

중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와 3위이며, 한국의 경

군사 배치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군

제 규모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일은 세계경제의 20%, 아시아 경제의

사협력을 통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대중국 억지력을

70%를 차지하는 등, 세계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전후 70년을 활용하여 안보리 이사국 확대를 추진하

의 GDP는 2000년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에 63조 6,463억 위안을 기

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록하여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일본 경제의 2배이자 세계경제의

사실 아베폴리틱스는 일본을 소위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후 체제와 국제질서로부터의 탈각(脫却), 즉 전후 평화국가

12%를 넘는 규모이다.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 지도를 바꾸
고 있다.

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온 궤도를 벗어나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21세기 들어 3국의 경제 성장에 ‘중국의 부상, 일본의 침체, 한국의 안정’

강대국이 되려는 것이다. 아베폴리틱스가 점차적으로 추진된다면, 중국과 한

이라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보면, 2000~2013년 중국

반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중일 관계의 비대칭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의 GDP는 1조 800억 달러에서 9조 2,400억 달러로 7.6배 증가했다. 반면 일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한중일 관계에 대한 아베폴리틱스의 영향을

본의 GDP는 4조 8,000억 달러에서 4조 9,000억 달러로 제자리걸음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적으로는 줄었고, 한국의 GDP는 5,600억 달러에서 1조 4,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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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5배 늘었다. 13년 동안 3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18.5%에서 60%로

중국 직접투자는 동기대비 29.8% 늘어 3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5

늘어난 반면, 일본은 73%에서 32%로 줄었고, 한국은 8.3%에서 8%로 조정되

년 한중 간 무역총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일 간 무역총액을 넘어설

었다.1 일본은 중국 경제라는 쾌속열차에 올라타지 못했고, 한국은 뒤늦게 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외무역 분야에서 일본의 지위는 한국

발했지만 따라잡았던 것이다.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보다 아래인 6위로 떨어진다. 중한관계는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가 상승 작용

7%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의

을 하는 ‘정열경열(政熱經熱)’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3배로 커지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은 정치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악순환이 이어져, 양국 간 무역과 직접투자 모두 하락

2. 3국 정치관계의 불균형

세이다.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일 무역액은 1조
9,200억 위안(약 3100억 달러)으로 동기대비 1% 줄었고, 이 가운데 중국의 대일

매수자 우위의 시장경제에서 자국 상품이 타국 및 그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

수출과 수입이 각각 1.4%와 0.5% 하락했다. 한때 일본은 1993~2003년 연속

면 가성비 외에도 국제적으로 좋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며, 특히 정치

10년 동안 중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였다. 이제 일본은 중국의 무역 동반자 순

적으로 안정된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국제 정치

위에서 5위에 불과하다. 2014년 중일 무역액이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

관계, 투자 환경, 이윤과 리스크의 균형 같은 요인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끼친

지하는 비중은 7.3%였고,3 일본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다. 따라서 한중, 한일, 중일의 정치관계는 필연적으로 경제·무역관계의 잠재

였으며,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8.8% 줄어든 43억 3000만 달

력 발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러로 축소되었다. 이는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동기대비 4% 줄어든 2013

비록 한중 수교가 중일 국교정상화에 비해 20년 늦게 이루어졌지만, 21세

년에 이은 하락세로, 하락폭이 25년 만에 가장 컸다.4 비록 2015년 1월 중일

기 들어 한중 정치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

무역이 다소 회복하면서 늘어났지만, 앞으로 중일 기업 간의 무역이 줄어들고

면서, 한중 경제·무역관계 역시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전체 수

거기에 한중 FTA 체결까지 이루어진다면, 한중 무역의 증가폭이 앞으로도 중

출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7%에서 2013년 26.1%

일 무역을 상회할 것이다.

로 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시장이 되었다.2 2014년 한국 기업의 대

1 江瑞平(2014. 9. 28), 「한중일 협력 속의 경제적 상호이익과 정치적 상호신뢰의 문제」,
칭화대학, 고려대학, 도쿄대학 공동 주최의 『제4차 동아시아공동체포럼–동아시아 국제
질서 형성의 미래』 회의자료집, 211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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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서 2015년 1월 13일에 발표한 통계 데이터.
4 중국 상무부(商務部) 뉴스 대변인 선단양(沈丹陽)이 2015년 2월 16일에 발표한 데이터,
http://news.xnnews.com.cn/gnxw2/201502/t20150219_21583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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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국 간 정치적 상호신뢰 관계의 불균형 발전

도하는 아베노믹스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계속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
다. 아베 내각은 대내적으로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소비세 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2014년 시진핑(習

상을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인 2017년 5월로 미루기로 결정함으로써,

近平)

주석이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한중

선거 때 자민당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 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협력을

조와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활용하여 엔화의 평가절하와 증시부양을 부

착실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일본은 한국 및 중

추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는

국과 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제회의 등 다자간 무대

데, 심지어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을 통해 이를 지원했다. 일례로 이러한 방

에서의 짧은 만남도 상호관계의 개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

식으로 필리핀에 해상 순시정을 제공한 바 있다.

도자의 교류를 보면, 한국과 중국 사이는 ‘지기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 잔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사임 이후, 일본은 중국과의 FTA 체결 문

모자란다[酒逢知己千杯少]’는 표현 그대로지만, 중일과 한일의 관계는 ‘말이 통하

제에 대해 줄곧 소극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말 방미 당시 실현 여

지 않는 사람과는 반 마디도 많다[話不投机半句多]’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부에 상관없이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는 돈독해졌지만, 중국 및 한국과 일본 사이는

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역자주)’

정치적 신뢰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의제에 대해 일본의 태도는 소극적이었

한국과 중국은 이미 FTA 협정에 서명했지만, 정치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다. 하지만 2015년 3월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트레일리아,

중일 및 한일 FTA 협상은 쉽지 않다. 한중 FTA에 따르면, 한국은 58.9%의 공

한국 등이 앞다투어 AIIB 가입을 결정했다. 이에 당연히 일본의 정책 담당자

산품 시장을 즉각 개방하고 10년 안에 그 비율을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

중국은 즉각 개방하는 공산품이 대략 20.3%이며, 10년 안에 71.7%의 공산품

베 내각이 과연 스스로의 고립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은 9.96%의 농산품을 즉각 개방하고

오르고 있다.

10년 안에 31.3%로 늘릴 예정이며, 중국은 19.3%의 농산품을 즉각 개방하고

아베폴리틱스가 해외 파병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10년 안에 69.8%로 늘리게 된다. 한중 FTA가 일단 구축되면 중국 GDP 성장

서, 아베노믹스는 일본 산업구조와 국가발전 모델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률을 1~2%, 한국의 성장률을 2~3%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5

가능성이 크다. 2016년에는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

현재 일본이 한중일 3국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아베폴리틱스가 주

정이다. 여기에 중동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엔화는 필연적으로 평가절상 주기로 들어서게 되고 이에 따라 일본 증시가 동

5 『國際商報』(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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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일본은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일본의 국내 소비

화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정당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유파

가 억제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아베폴리틱

에 비해 우익민족주의적 색채가 훨씬 더 짙다. 이들은 전전 일본의 국가관 및

스와 아베노믹스가 씨앗을 뿌린 이중고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전쟁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전전 일본의 ‘황국사관’과 ‘야스쿠니
사관’을 계승했다.6 아베의 재집권 이후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가속화되었지

4.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중일관계에 미칠 영향

만, 어느 정도 제약도 받아왔다. 현 단계에서 일본의 전전 군국주의를 다시 부
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치 우경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일본이 새로

일본 국내 정치의 우경화가 억제될 때 중일 정치관계의 개선과 민간 정서의 호

운 방식으로 아시아 인접국과 동아시아 정세에 골칫거리를 만들거나 사단을

전이 가능하다. 한일관계의 악화 역시 같은 규칙성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일부

일으키면서 아시아의 미래에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언론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일본의 우경화’로 슬며시

면, 미국의 유화정책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꿔 부르고는, 이어서 일본은 우경화가 아닌 보수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목적은 ‘일본 정치의 우경화’라는 객관적 사실과 문제의 본질을 부정하는

5. 한중일은 역사를 거울삼아 현실에 입각해 미래를 지향하자

데 있다. 개념을 바로잡고 정리해보면, 냉전 종식 후 일본에서 대다수 유권자
가 보수정당의 정책에 동조하는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가 나타났고 일본 정계

중국 명나라 만력 연간, 즉 1592년과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차례

에서 보수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결론일 것이다. 이

에 걸쳐 일본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하여 중국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모두

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를 일본 사회 전체의

실패로 끝났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 당시 일본은 1894년 7월 청일전

우경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2015년 7월 아베 내각의 안보법 강행 통과에

쟁을 일으키고 나서 중국의 타이완을 50년 동안 식민통치했다. 1910년 8월 일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본은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한반도를 식민통치했다. 1931년 일본 군국주의

필자는 2007년에 출간한 『중국과 일본–변화 속의 ‘정냉경열’ 관계』라는

자들이 9·18사변(우리에게는 만주사변으로 알려져 있다–역자주)을 일으키고 이어 1937년

책에서 소위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주

7·7사변(루거우차오사건–역자주)’을 날조하여 본격적인 중국 침략전쟁을 시작했으

로 일본 우익세력과 그 주장이 정계에서 점차 득세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며, 이는 1945년 일본이 패전하여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정치적 경향을 가리킨다. 이는 일본 정계와 사회의 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인접국에게 막대한

양한 우익 정치세력이 핵심이 되어 교과서를 수정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지위

민족적 재난을 가져왔다. 따라서 역사 요인은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에 미치는

를 전전(戰前)의 전통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며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경향이다. 이들은 전후 일본의 평

58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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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매우 크다. 전후 한국 및 일본과 다른 사회체제를 구축한 중국은 한

초’ -역자주]

영유권 분쟁이 있으나, 이는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해양경계 획정

국전쟁과 미국의 냉전정책으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중일 양국

문제로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은 전후 27년 만인 1972년에 국교정상화를 실현했고, 다시 20년이 지난 1992

해양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 2015년 3월 중일 고위급 해양안

년에 한중 양국이 비로소 수교했다. 이후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사회체제와

보대화가 4년 만에 재개되었는데, 충돌을 피할 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중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더 이상 한중관계 및 중일관계 진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

양국의 외교 및 국방 부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3년 만에 한

았고, 공동의 한자문화와 유교사상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사이에 친근감

중일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도 재개되었다.

을 형성했다. 그러나 일본 우익세력과 일부 정부 인사가 한국 및 중국과 역사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관이나 전쟁인식 측면에서 갈등을 빚었는데, 이는 인류사회의 양심과 가치관

장,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모두 세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도 위배되는 행위로, 한일 및 중

나라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문제를 적절

일 정치관계와 민족 화해를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히 처리하고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며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정치적 상호신뢰 관계는 비대칭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

전후 70년 동안 이어진 중국과 타이완 및 남북한의 분열 상황이 오늘날 한

력 구상’을 크게 환영하고 높이 평가했다. 3국 외교장관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중일 관계에 특수한 복잡성을 빚어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

지역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핵 안보, 재난 관리, 환경 및 청년

호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 한국은 2008년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교류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 3국 온라인 정책 협상,

구축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는 대

환경부장관회의 기제하의 공기오염 방지 대화 및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아시

립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평

아 캠퍼스, 인문 교류 포럼, 미디어 교류 등의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3

화로운 발전이 한중일 세 나라의 공동 이해에 부합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국 외교장관은 또한 청년정상회담, 한중일 외교연수기관 협력, 지식인 풀네트

‘타이완 독립’ 주장은 한반도와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게 될

워크와 중동호흡기증후군 정책협상 등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

것이다.

도권, 노령화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7 하지만 이번 외교장관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의에서는 3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만약 전후 70년 ‘아베 담화’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실질과 역사인식 문제가 긴밀히

가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으며, 또한 관련 국제법이나 해양법 등 법률 문제와도 연관되므로, 외
교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호신뢰 조치와 위기 통제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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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화사(新華社) 홈페이지 서울발 2015년 3월 22일, 제7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
한 공동 보도자료. http://japan.xinhuanet.com/2015 -03/22/c_1340866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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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한다면, 3국 정상회담 성사가 다시금 불투명해질 것이다. 한일 및 중일

6. 미국의 전략과 동북아 3국 관계

정치관계의 개선은 일본 정치 정세와 정치 경향의 변화에 달려 있다.
일각에서는 중일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나타난 동아

2013년 9월 각각 16명의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신시대 한일 협력–7대 핵

시아 파워 이동의 탓으로 돌리지만, 이러한 관점은 같은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심과제』라는 제목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했다. 여기에는 인문

끊임없이 개선되고 강화되는 반면 한일관계는 중일관계처럼 악화되는 이유를

및 미디어 교류 강화, 인적 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구축, 원

설명하지 못한다. 한중일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은 비록 대부분 시장에 의해

자력 안전 및 에너지 협력, 환경 동반자 관계, 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구축,

결정되지만, 민간 정서도 물건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는 선호도를 결정하기

복합 공생 기술협력 등이 의제로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때문에, 정치관계의 성격과 친소(親疏)가 경제·무역·기술·인적 왕래 등의 협

실력, 의도 및 대처에 대해 모두 의견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력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1세기 들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미관계에 주목하면서 한중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아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8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요인의 중요성을 엿

총리 역시 재집권 후 2013년 12월에 또 한 번 공공연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했다.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은 소위 ‘가치관 외교’를 추진했다. 민주당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맞서려는 전략적 의도가 없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집권 당시 일본 우익 매파세력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긴밀히 협조하면

이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리라 낙관하지만, 일본의 현행 정책은 이와 상반된

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을 고조시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

다. 3국 관계에서 미국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역사 문제에 대한 아베

각은 ‘센카쿠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여 중국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

내각의 언행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한층 더 강하게 결속하는 상황을 바라지

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 및 대중국 정책의 후퇴가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정

않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

냉경냉(政冷經冷)’ 및 ‘관냉민냉(官冷民冷)’을 초래한 것이다.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이 시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중국의 성장과 부상 등 기타 요인이 기본적으로

하지만 중일관계의 접근도 원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

동일한 상황에서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민주당 최초의 총리인

키기 위해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한

하토야마 집권 당시에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억제되었고, 한일관계와 중일

연례 군사훈련과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관계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당시 3국 정상회담 기제와 공식 상설 협력기구가

서 볼 때, 북한의 과격한 반응은 미국의 관련 정책 결정권자들이 예상한 바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진전이 장애에 가로막힌 근본 원인은 일본 정치의 우경화
물결 및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재균형’ 전략의 영향에 있다.
8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위원회(2013. 9), 『신시대 한일 협력–7대 핵심과제』（일
본어판）, HANULBOOKS, Printed in Korea, 64쪽, 65쪽,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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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한 기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중관계의 강화와 진전에 대해, 미국은 견

화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한 바 있다. 이는 한중일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제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 한반도 사드(THAAD) 미사일시스템 배치 문제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하토야마 내각 붕괴의 중요한 외부 요인이었다. 이는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전

객관적으로 일본 우익세력의 부상을 초래했고, 동시에 필연적으로 미국과 일

략적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골칫거리를 만들기 위

본 간 역사관의 충돌을 격화시켰다. 2014년 하반기부터 오바마 미국 정부는

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쐐기를 하나 박아넣으려는 것이다. 이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안보 위협과 전략 과제가 중국이 아니라 IS 및 우크라

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 우익세력에게 유리하며, 아베 정권을 간접적으로

이나 문제에 손을 뻗은 러시아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

고무하고 있다.

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대외전략이 다소 조정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

중일관계 역시 미국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2014년 12월 재집권한 아
베 총리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제에 대한 대중국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중동과 유럽의 골칫거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했다.

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한 것은,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

여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 중국에 공동으로 맞서는 것이다. 방위성은 2015

문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핵심’이라고

년 6대의 미국 F35전투기와 3대의 장시간 체공 무인정찰기를 구매하는 데

밝힌 점이다.9 이를 배경으로 아베 내각 역시 한국과 중국 양국에 대한 태도를

1,769억 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 주요 목적은 중국을 겨냥한 소위 ‘난세이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득이한 전략적 조정의 결과 한중 양국과의 정

제도’ 방어 강화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TPP 협

상회담 실현을 단기적 외교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카터 미

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집단자위권 행사 제약에서 벗어나 IS(이슬람국가)와의 싸

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일

움에서 미국과 협조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본의 대중국 전략의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을 활용하

참배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여 한국 및 중국과의 갈등을 더

고 그 힘을 빌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편향성이 더 커진 듯하다.

키우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 분쟁에 휩쓸리는

미국 군부와 국무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자민당 내의 우익세력은 갈수록

것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아베 내각은 강경한 정치 우경화 대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이들의 압력에 따라 일본은 2015년도 방위백서에서 아

국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2016년 미국 공화당 집권과 박

시아 인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南西)

근혜의 대일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한국 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중일관계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2009년 막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14년 상반기까지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한중일 협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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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중국어판), 닛케이 중문넷 편집위원 秋田浩之(2015. 3.
27), 「중미 간에 일본이 모르는 묵계가 있는가?」. http://cn.nik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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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한중일 관계 개선의 기회와 새로운 시련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다. 과거 능욕을 당한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이미 연세
가 많다. 이들이 평생 마음속에 쌓아온 원망과 분노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다.

2014년 12월 24일 다시 일본 총리에 당선되어 새로운 내각을 조직한 아베 총

하지만 일본 우익정치인들은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인하면

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상황 변화와 필요에 따

서 이를 ‘상업행위’라고 주장해왔다. 2015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심의를

라 조정하기도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일본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강제로 잡아갔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하

도를 기반으로 3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열쇠는 일

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0라는 일본 정부의 관점이 추가되었다. 이

본이 쥐고 있다.

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신적 상
처를 입히고, 필연적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1. 아베 내각의 정치 우경화라는 걸림돌
2. 중국의 대일관계에 대한 태도
2015년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다시 한 번 노리면서 중국에
대해 소위 ‘지구의(地球儀) 외교’를 펼칠 것이다. 베이징 APEC 전날인 2014년

2014년 12월 13일 중국은 처음으로 난징대학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11월 7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추모식을 진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을 통해 국가 추모식은 평화에 대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중일관계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댜

한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갈망과 의지를 환기하려는 것이지 원한을 지속하려

오위다오와 동중국해에 관한 양국의 위기관리 기제 구축을 통한 대화 진행이

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일 양국 인민들은 대대손손 사이좋게 지내면서 역사를

포함되었다. 중국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의 합의를 일본이 준수하여 양국

귀감으로 삼아 미래를 지향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해야 한다고 강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성사되기

조했다. 또한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배반하겠다는 의미이고 범죄 책임을 부인

를 바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

하는 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한 민족 가운데 소

히지 않은 채 중국에 구속받고 싶지 않다면서 스스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수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 때문에 이민족을 적대시해서는 안 되며,

여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의 언행이 다시 한 번 중일

전쟁의 책임은 인민이 아니라 소수 군국주의자들에게 있지만 인민은 항상 침

이 합의한 4개 정치문서의 정신을 저버린다면, 중국과 일본의 정치관계가 다

략자들이 범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전쟁을 미화

시 악화될 것이다.

하는 모든 발언은 얼마나 자주 되풀이되든 얼마나 그럴 듯하든 상관없이 모두

2015년 아베 내각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집중 활용하여 한일관계를 풀어
내고 중국을 다시 압박했다. 그러나 미래를 여는 한일관계의 열쇠는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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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정교과서에 정부 견해 넣어」, 『朝日新聞』(2015. 4. 7).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67

평화와 정의를 해치며, 이러한 잘못된 언행에 대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3. 중일 및 한일 민간 정서는 정치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2015년 3월 1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상호 이미지가 바뀌는 일반 규칙을 살펴보면, 중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올해는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으

정치관계와 국민감정은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즉 정치관계가 악화될수록 국

로, 중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식의 기념 활동을 계획하고

민 상호 간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정치관계가 개선될수록 국민 상호 간의 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아픈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제

미지도 좋아진다.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이러한 경향을 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 및 일련의 국제법을 지키고 인류

뚜렷하게 보였고,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이유는 조금 더 복

의 영속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일관계는 분명 어려운 형편

잡했다. 여기에는 ‘중국 군사 위협론’, ‘외교 강경론’, ‘경제 붕괴론’, ‘정치 독

이지만, 근원은 역시 당시 전쟁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시

재론’, ‘식품안전 위협론’, ‘대기오염 위협론’ 등이 있었다.

종일관 견지 여부에 있다.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하려면 역사를 귀감으로 삼아

일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뒤섞여 중국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선조들이 창조한 성과를 계승해야

고,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위안화에 대

할 뿐 아니라 선조의 범죄 행위에 따르는 역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당시 일

한 엔화 가치절하로 인해 2012년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숫자가 뚜렷

본 군국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강제한 침략전쟁이 막대한 재난을 가져왔고 최

이 감소했다. 비록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2013년

종적으로 일본 민중도 피해자였다. 2015년과 같이 중요한 시기는 중일관계에

중일 상호 방문자는 전년대비 14% 감소해서 2012년의 연인원 548만 명에서

시련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일본 지도자가 역사를 직시하고 일관된 자세

471만 명으로 줄었다. 비슷한 현상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를 보인다면 중일관계 개선 및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중일 경제·

중국과 일본 간 인문 교류는 새로운 복잡한 요인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무역 관계 발전에도 양호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12 이는 중국 정부의 대표

다. 일례로 전후 일본의 젊은 세대는 근대 역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해

적인 입장이자 주장이다.

서 우익민족주의 정서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일본 정부의 중일 인문 교류
에 대한 통제 및 활용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청소년의 일본에 대한 견
해를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 언론은 종종 중국의 역사교육과
애국주의 교육을 ‘반일교육’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국 민간 정서 개
선 측면에서 중국은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이고, ‘일

11 『人民日版』(2014. 12. 14), 시진핑, 제1회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 기념식 석상 연설.
12 『人民日報』(2015. 3. 16), 李克强, 중국 제12차 전인대 3차 회의 기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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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통상왕래와 인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

4. 중일 및 한일 역사관 충돌의 배경 요인

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심각한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빠
르게 부상하는 중국과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 사이의 갈등이라고 분

아베 신조 등 일본 지도자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석한다. 이는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여 중일관계를 판단

이웃나라 민중과 역사 문제에 대해 교류할 기회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어

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일

려서부터 자신의 특정한 가족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우익사관의 분위기에

으킨 근본 원인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휩싸여 자랐다. 일본의 특수한 가정과 고향에서 태어난 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현재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일과 한일의 갈등은 실질적으로 평화를 사랑하

일본 정계의 우익단체에 가입했다.

고 우호를 주장하는 한중일 민중과 일본 우익세력 사이의 역사관과 전쟁관의

일례로, 아베 신조의 고향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총리를 배출한 야마구치

갈등이다. 전후 70년 동안 중국은 일본에 대해,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태도

현(山口縣)으로, 그는 야마구치현에서 탄생한 여덟 번째 총리다. 시대마다 야마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관용과 화해를 보여주었다. 일례로 중국인은 수

구치현 출신의 총리가 중국과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일으킨 전쟁에 참여해왔

많은 일본인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키웠고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정부

다.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이 그들이다. 도조 히데키(東

는 양국의 우의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했다. 문제의 핵심

條英機)

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역사 문제에 대해 독일보다 훨씬 못한 태도를 보이

외조부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가장 큰 정치적 배경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면서, 자꾸 양심의 마지노선을 넘고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신적

전임 총리는 일본을 ‘신의 나라’라고 하였고, 문부상 재임 당시 교과서 수정을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거철의 정치를 제외하면

적극 추진했다. 그의 부친인 모리 시게루(森喜茂)는 1937년 일본군 소대장으

일본 민중이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더욱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로서 난징 공격에 참여했다.13 일본 우익의 두목격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정권이 우익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곧 일본

雄)는

내각 구성원이자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아베의

그의 소위 ‘증언’을 빌려 난징대학살 만행의 역사 사실을 부정했다.14

의 국가정책에 편향이 나타나고 중일 및 한일 정치관계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일본의 중국 및 한반도 침략의 시발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다시 민중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고 1592년과 1597년에 사쓰마번(薩摩藩)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침

이러한 우경화 정책이 장기화하고 극단적으로 흐르면 결국 낭떠러지로 돌진하

략한 사건으로, 중국을 차지하려는 목표로 일으킨 이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는 자동차가 될 것이고, 일본 국민이 이 차량의 희생자가 된다. 일본 국내외 정

1609년 사쓰마번이 류큐국(琉球國)을 처음 침략한 이후 지속적으로 침범한 결

세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13 森喜朗(2013), 『나의 이력서 모리 요시로 회고록』, 日本經济新聞出版社, 19쪽.
14 田母神俊雄(2009), 『田母神塾(TAMOGAMI JYUKU)』, 雙葉社(FUTABASHA), 53쪽,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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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국 1879년에 병탄했다. 이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및 한반도 세

은 ‘죄인’이다. 역사 인물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반영된 일본 총리의 역사관은

력 확장 사상을 계승한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가 1830년 조슈번(長州藩)에서

필연적으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태어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그 핵심 사상은 천황 숭배와 대외 확장이
다.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는 병법과 모략을 가르쳤다.

5. 한중일의 역사관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

이는 메이지 유신과 청일전쟁을 일으킨 주도세력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후
총리가 된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이 그들이다. 노기 마레스케
(乃木希典)

등 메이지 시대의 장군 역시 요시다 쇼인의 숭배자였다.

아베 총리는 역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를 직·간접적으로 참배하면서, A급 전범을 포함

아베 신조 총리가 비판적 분석 없이 고향 조슈번(야마구치현)의 역사 인물들

한 전쟁 망령을 소위 ‘영령’으로 모시고 존경심을 나타냈고 심지어 그들에게

을 존경하는 것은, 그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관이 탄생한 근원이다. 아베 신조

집권 과정을 보고했다.18 이러한 그의 행동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려

와 그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의 이름에 ‘진(晉)’ 자가 들어간 이유는, 아

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베 가족이 요시다 쇼인이 세운 ‘쇼카손주쿠’의 수제자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晉
作)를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로 일본 군부 관할

매우 존경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요시다

에 예속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록 명목상으로는 민간 종교시설

쇼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양명학의 학설을 인용하여 “국회에서 추구

로 바뀌었지만, 여기에서 받드는 전쟁관과 역사관은 바뀌지 않았다. 일본 우

하는 것은 비판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 ‘행동’이다” 15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

익세력은 일본 지도자의 참배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적인 지위와 기능

은 아베가 요시다 쇼인의 ‘행동’을 강조한 것을 매우 위험하게16 보았다. 요시

을 다시 복구하려 한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실질적으로 포츠

다 쇼인의 제자인 이토 히로부미는 집권 당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댜오위다

담 선언과 도쿄 재판의 결과를 철저히 부정하고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도

오를 빼앗고 청 정부에 불평등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강요했으며, 타이완을 식

전하고 전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일관계에 위기를 가져온다.

민통치하고 한반도 병탄을 완료했다. 그는 1909년 중국의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일본의 문화와 종교는 ‘사람이 죽

조선인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러나 아베의 시각으로 볼 때,

으면 영혼의 잘못은 묻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토 히로부미는 위대한 인물로 ‘조슈(長州) 오걸(五傑)’의 하나17이고, 안중근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죽은 영혼은 죄과가 없으므로 참배해도 되고 한국과 중
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일본 전통 신도(神道)의 사고방

15 『朝日新聞』(2015. 2. 13), 아베 신조(2015. 2. 2) 국회에서 시정방침연설.
16 『朝日新聞』(2015. 3. 19) 제13판, 고지마 쓰요시(小島毅), 쇼인 ‘행동’에 대한 찬미는
실로 위험하다.
17 安倍晋三(2014), 『일본의 결심』, 新潮社, 60쪽.

72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18 아베 신조(2012. 12. 26)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의 담화. 安倍晋三(2014), 위의 책,
230쪽.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73

식이 아니며, 야스쿠니 신사 건립 후 일본이 숭상하는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사

6. 아베 내각의 교과서 문제는 정치 우경화의 표현

상체계와 관련이 있다. 일본의 전통 신도는 자연신을 믿으며, 죽은 사람의 영
혼에 대해 선악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전통 신도는 기본적으로 NIGIMI

일본의 교과서 편찬 및 검정제도는 일본의 내정이지만, 인접국의 근대사 관련

KUMA(善神), ARAMI KUMA(惡神), NIGIMI TAMA(和魂), ARAMI TAMA(荒

기술은 이미 일본 내정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魂)로

구분하고,19 NIGIMI KUMA와 NIGIMI TAMA는 위령(慰靈)해야 하고

없다. 2015년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6년 4월부터 쓸 중학교 교과서

ARAMI KUMA와 ARAMI TAMA는 진혼(鎭魂)해야 한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을 수정한 후

신 대상은 천황에 충성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대외 침략전쟁의 와중에 사망한

처음으로 나온 교과서 검정 결과였다. 이 가운데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관련

소위 ‘영령’인데, 일본 지도자가 가서 참배하고 위령하는 것은 뚜렷한 가치 판

내용은 일본 우익세력의 오랜 정치적 바람이 반영되었고, 이웃국가에 대한 일

단과 정치 목적이 있는 행위다. 일부 일본 반전인사의 죽은 혼은 야스쿠니 신

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도 드러났다. 이는 가장 최근 교과서 문제에서 드러난

사에 모실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잘못은 묻지 않고’,

일본 정치의 우경화로, 일본 및 동아시아의 미래에 화근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설명으로는 역사상 군국주의 정신의 지주였던
야스쿠니 신사의 실질을 은폐하기 어렵다.20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침략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것은 시민
의식의 배양을 저해한다. 일본군이 1937년에 저지른 난징대학살에 대해 수정

2014년 12월 총선거에서 일본 ‘차세대’당 후보자는 경선 연설 당시, 역사

이전의 일본 교과서는 ‘난징사건’이라고 부르고, 일본군이 “수많은 포로와 주

상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

민을 살해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검정 수정 후의

가 ‘일본 보위’를 했는데, 오늘날 일본 지도자가 참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

교과서는 이에 대해 “포로와 주민이 휩쓸렸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1

가 ‘일본 보위’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은 우익세력이 야스쿠

고 수정했으며,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의 폭력행위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

니 신사 참배를 부추기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금 전

을 삭제했다. 소위 ‘휩쓸리다’라는 뜻은 일본군의 조직적인 지휘에 따른 대학

쟁을 일으킬 때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의 전쟁 소프트파워로 삼으려는 데 있음

살이 아니라 전쟁이 포로와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휘말리게 만들었

을 보여준다. 이는 아시아 이웃국가의 반대에 부딪힐 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을 뿐이라는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전범 행위를 희석하려는 의도다. 1894년

도 외면당할 것이다.

청일전쟁 당시의 뤼순(旅順)이든 아니면 1937년의 난징이든 전쟁포로와 민간
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일본 침략군의 일관된 수법이었다. 난징에서 일

19 일본종교사전편집위원회 편찬(1985), 『일본종교사전』, 弘文堂(HIROFUMIDO), 612
쪽, 616쪽, 618쪽.
20 劉江永(2007), 앞의 책,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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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군은 ‘포로를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전부 처리(학살)하기로 결정했

21 『朝日新聞』(2015. 4. 7) 제1,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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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만행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찌 휩쓸리다’라는 말로 희

다. 1982년 8월 26일, 교과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당시 스즈키 젠코

석하고자 하는가.

(鈴木善幸)

내각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은 “우리 나라로서는 아시

아베 내각이 교과서를 통해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것은 역사관 충돌을 격화

아 주변국들과 우호·친선을 위해 이런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정부가

시킬 뿐이다. 2015년은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한 ‘한일병합조약’ 105주년이

책임을 지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22 일본 문부성 역시 검정 교과서는 “일본

되는 해로, 이때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35년 동안 식민통치했다. 식민통치 당

과 아시아 주변국 간의 근현대 역사 문제를 처리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

시 일본이 한반도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에 대해, 과거 일본 교과서는 “근대화

고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이다.

의 명목으로” 실시했다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근대화를 목적으로”로 수정

일본 우익세력은 줄곧 이 원칙을 뒤집으려고 시도해왔다. 아베 신조는 처

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미화하여 후대에게 가르치려는 것으로,

음으로 총리에 취임했을 때 교육기본법을 수정했다. 이후 그는 1982년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수정된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일본 전통과 문화를 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토 및 ‘피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곧 중국 및 한

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을 체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

국과의 대항의식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검정 통과된 것은 모든 사회과

다. 그리하여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총리에 다시 당선되자 즉각 2013년 4

교과서(지리, 역사, 공민 등)와 2015년 봄부터 사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

월부터 사용될 교과서의 검정제도 수정에 착수했다. 자신의 역사관과 전쟁관

서다. 이 교과서들은 모두 중국의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소위 ‘센카쿠열도’ 및

및 정치 목표를 반영할 목적으로 기존의 ‘근린제국조항’을 대체할 새로운 교

‘고유 영토’로 기술했다.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통치할 때 민간의 식민개발행

과서 검정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

위가 놀랍게도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의 소위 ‘근거’로 쓰였다. 이들 교과

과학상의 직접 지휘하에 2014년 1월에 새로운 일본 교과서 검정 표준이 나왔

서는 일본 의무교육 단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오로지

으며, 정부의 근현대사 관련 견해와 기술 존중을 요구했다. 또한 중고교 교과

일본 정부의 입장만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서 편찬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야

어려서부터 잘못된 개념을 배우게 만든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법 점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령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현재 한일 및 중일관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뿐 아

2015년 4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

니라 매우 장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일본 우익세력을 위해 미래의

학상은 “자국 영토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서에

유권자 그룹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익세력 장기집권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다.
아베 내각이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을 통해 교과서의 정치 우경화 경향
성을 고착화하는 것은 미래에 헤아릴 수 없는 후환이 예상되는 위험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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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야자와 내각 관방장관의 ‘역사교과서’ 관련 담화, 일본 외무성 중국과 감수(1993), 『중
일관계기본자료집(1970~1992)』, 日本霞山会, 266~267쪽.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77

분명히 기술한 것은 큰 진전이다” 23라고 밝혔다. 시모무라 하쿠분이 말하는

을 꾀하도록 만든 권력 및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올바른 교육’은 사실 그 말과는 정반대로, 유언비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잘못

고,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일본 주권은 혼

된 교육이므로 큰 후퇴다.

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여기서 결정한 기타 도서

시모무라 하쿠분은 댜오위다오가 왜 중국에 속하는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지역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0조는 “우리 포로 학대 등 전범

싶어하지 않는 듯하다. 그는 단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초중고교 교육을

에 대해 법률로 재판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민주 경향의 부흥과 증강을

통해 자신의 정치 의지를 미래의 일본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

저지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 인권을

는 듯하다. 시모무라 하쿠분 본인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日本會議)’

중시해야 한다” 24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자유 독립을 규

의 일본 국회 내 조직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의 간사장이자 아베 신조의

정했다.

심복이다. 이 조직의 회장은 A급 전범이자 전임 총리인 히라누마 기이치로(平
沼騏一郎)의

2015년은 한국 광복 70주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광복 관련 최

양자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이고, 고문은 아소 다로이며, 아베

초의 국제법적 근거는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신조 총리가 이 조직의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조직은 야스쿠니 신사 참

참여하지 않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게는, 동아시아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은

배, 교과서와 현행 일본 헌법 수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현재 200여 명의 국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뿐이다.

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치세력의 지지 속에서 아베 총리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치 목표는 이러한 전후 국제질서의 돌파처럼 보인

두 번째 집권 이후 교과서 문제에 대해 관련 규칙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총체

다. 일부 일본 정부 관료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포츠담 선언을 대체하여

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개별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험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근거로 삼으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일본과 동아시아 인

경향성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경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접국 사이에 통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중일 국교정상화 이
전, 일본의 일부 인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이유로 일본이 타이완에

7. 중일 및 한일 갈등과 전후 국제질서의 줄다리기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면서, 타이완의 중국 반환 여부에 대한 의사 표명 자격
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타이완 주권 미정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2015년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평화국가가 된 지 70주년이 되는

렇게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의 규정을 무시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중국 정

해다. 포츠담 선언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기초로, 일본 정부가 반드시

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제 일본 정부가 다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3조에

준수해야 한다. 이 선언의 제6조는 “일본인을 속이고 잘못 이끌어 세계정복

서 미국이 류큐열도를 신탁통치한다고 규정했고 여기에 댜오위다오가 포함되

23 교도통신. http://china.kyodonews.jp/news/2015/04/95149.html.

24 『국제조약집(1945~1947)』, 世界知識出版社, 1961年 出版, 8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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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면서, 이를 일본이 이들 도서를 영유한다는 법률적 근거로 강조하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베 내각이 열중하는 것은 ‘폭

있다. 사실 이 조약은 충즈다오(沖之島, 일본명 오키노도리)까지 열거하면서 댜오위

력적 다자주의’다. 예를 들면 아베 내각은 현행 헌법의 제약을 탈피하여 미국

다오 또는 센카쿠열도는 열거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 도서를 배제

및 기타 국가와 공동 작전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무

한 것이다.

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폐지해서 군수물자 수출과 국제 무기 연구개발 협력을

1951년 9월 18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외교부장은 성명을 통해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을 공동 저지하는 데 유리하도록 ODA를 무기장비 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여 준비하고 만들어 체

출에 활용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이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에 맞서도록

결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인민정부는 불법이고 무효하다고 여기며 결코 인정

순시정을 수출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위협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 않는다” 25고 재천명했다. 이는 러시아나 한반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밖에도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나토 회원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준동맹

다. 1972년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에서 이미 일본이 포츠담 선언 제8조, 즉 카

국’ 관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이로 선언을 준수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타이완, 펑후(澎湖)열도 등은 중국에

록 미일방위협력 지침 역시 수정할 예정이다.

반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댜오위다오는 타이완의 부속 도서인데 1895년
1월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 대상이다.

냉전 이후의 25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현 세계에서 ‘평화적 다자주의’가 대
세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하지만, ‘폭력적 다자주의’가 횡행하는
지역은 혼란스럽고 빈곤하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8.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숨은 전략

‘평화적 다자주의’의 추세에 순응하여 ‘폭력적 다자주의’라는 재앙이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까지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소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각각 두 가지 서로 다른, 심

위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폭력적 다자주의’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의

지어 대립하는 경향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적극 참여하는 ‘평화적

이목을 속이려는 핑계일 뿐이다.

다자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아베 내각이 가입하려는 ‘폭력적 다자주의’

2013년 9월 25일,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가 되자’는 제목으로

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인프라

연설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 연설에서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는

투자은행(AIIB)을 발기·창설하면서 ‘공동의 종합적이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이유가 방위비 증액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웃나라의 “군사

아시아 안보관’과 ‘비동맹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창하며 국제관계의 동반

지출이 최소한 일본의 2배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 나라의 군비 지출은

자화를 실현했다. 이는 평화발전에 취지를 둔 ‘평화적 다자주의’ 경향을 대표

원래 불투명하고, 1989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방위예산은 겨우 0.8%가 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25 『人民日報』(1951. 9. 19), 저우언라이 중국 외교부장 발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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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달라” 26는 것이었다. 일본의

이 포함된다. 당시 일본은 외교를 통해 영국과 미국의 묵인 또는 지지를 얻었

방위비 증액이 재정난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베 총

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다시 영일동맹을 등에 업고 1904

리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도, 방위비 증액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곧이어 일본은 거리낌 없이 한반도를 병탄하고 중

밝힌 일본 총리도 전후 역사상 처음이다. 그 실질은 ‘적극적으로 지역 및 세계

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는 일본의 패전과 항복까지 이어졌다.

평화를 위해 공헌’한다는 기치 아래 일본을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나
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직·간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잠재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IV  . 한중일 관계의 역사 반추와 미래 협력

2014년 9월 아베 총리는 중국 경제 성장이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
고 밝혔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위협론’을 퍼뜨려 헌법의 제약을 돌파하

2000여 년의 한중일 왕래는 대부분 평화공존의 역사였지만, 13세기 몽골 봉

고자 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5개년 군사장비계획을 위한 새로운 방

건왕조 통치자 쿠빌라이가 중국에 원(元) 왕조를 세우고 1274년과 1281년 두

위계획대강 제정이든 아니면 집단자위권에 대한 제약을 풀기 위한 ‘무기 수출

차례 한반도를 통과하여 일본으로 파병한 적이 있었다. 쿠빌라이는 일본 규슈

금지 3원칙’ 수정이든 모두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아베폴리틱스에 대해

의 하카타(博多) 일대에 상륙했지만, 태풍과 일본군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래의 일본은 계속 평화발전의 길을 걸

후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왜구는 닝보(寧波) 등 중국 해안지역과

을 것인가? 일본은 이웃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적인가?

한반도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일본 자민당이 마련한 새로운 헌법 초안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해 해외 파병이 가능한 소위 ‘국방군’ 창설을 포함한다. 아베 총리

1. 14세기 한중일 관계

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담화에서 일본 교민이 습격을
받는 경우와 우방이 공격받는 상황을 손꼽았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14세기 중국 명나라부터 600여 년 동안 중국, 일본, 한반도의 관계는 일본 규

은, 일찍이 1902년에 체결한 영일동맹조약에 중국과 한국에서 교민의 생명

슈 및 부근의 조슈번(야마구치현), 사쓰마번(가고시마현)과 복잡다단한 관계가 있는

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간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이

데, 그 전형적인 역사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 일본 근대의 거의 모든 침략행위는 대부분 자국 국민 보호를 핑계로 삼았

① 중국이 통일하여 강대해지고 우호적이며 폐쇄적이고, 일본이 분열하고

다. 여기에는 120년 전 일본이 한반도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일으킨 청일전쟁

혼란해지고 중국을 적대시할 때,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빴다. 일례로 1368
년 나라를 세운 명 조정이 두 차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복속을 명령했지만 모

26 安倍晋三(2014), 앞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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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여 왜구를 방임하자 명 태조(太祖)가 해금(海禁) 정책을 취했다.

가 류큐국이었다. 1840년 아편전쟁부터 청나라 말까지, 일본이 하나를 얻으

② 중국이 통일하여 강대해지고 우호적이며 개방적이고, 일본 국내가 안정

면 둘을 노리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은 타이완, 펑후, 댜오위다오를

되고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상업을 중시할 때,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았다.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주모자와 해군 장수는 주

일례로 영락 연간(1403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

로 조슈번과 사쓰마번 사람이었다. 일례로 한반도 확장을 적극 주장한 이토

고 명 조정에 의해 ‘일본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소위 감합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쓰라 다로(桂太郎),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

(堪合)

무역이 전개되었다. 규슈 지역의 나가사키(長崎)와 하카타 등의 항구와

중국 닝보 등의 항구를 오가는 무역 왕래가 빈번했다.

毅)

등이 모두 조슈번 사람이었고, 1874년 타이완 침략을 적극 주장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함장이 대부분 사쓰마번 사람이

③ 중국이 번성하고 일본에 내란이 있을 경우, 사쓰마번을 위시한 왜구가

었으며,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댜오위다오 병탄을 비밀

중국 해적과 결탁하여 중국 해안지역을 크게 어지럽혔다. 쓰시마(對馬島)는 왜

리에 결정했다. 청일전쟁 당시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일본 제1군을 직접

구가 한반도를 침략할 때 발판이 되었다. 계절풍의 변화에 따라 조선, 류큐국,

이끌고 한반도와 중국 랴오둥(遼東)을 침략했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초대 ‘조

타이완, 푸젠(福建), 장쑤(江蘇)·저장(浙江) 등지가 왜구가 가장 먼저 침범하는

선총독’으로 부임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재난지역’이 되었다. 일례로 명 가정 연간(1522년부터 45년) 11차 책봉사 진간(陳
侃)과

12차 곽유림(郭儒林)이 류큐(琉球) 왕을 책봉할 당시, 중국 책봉사가 푸젠

에서 지체하도록 만들 정도로 왜구가 극심하게 창궐했다.

⑥ 중국에 군벌이 난립하고 국력이 쇠락하자, 일본 국내 극우세력이 천황제
파시스트 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재빨리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면
서, 나치 독일과 반공군사동맹을 맺었다. 야마구치현(조슈번) 출신의 일본 총리

④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대하지만 왕조 교체에 따라 국내 갈등이 커지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집권 당시 일본은 중국 침략전쟁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통일되고 호전적이 되면 동아시아 조공체제를 바꾸기 위해 중국의 번

⑦ 중국이 분열되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일본이 패전하여 중상주의로 선

속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철저히 압도하여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한다.

회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모두 약해져 국제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일례로 명 만력 연간(1573년부터 4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2년 국교정상

1592년과 1597년 사쓰마번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을

화 이전까지, 야마구치현(조슈번) 출신의 일본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이웃나라로 무력 확장하는 선

이사쿠(佐藤榮作) 집권 당시 모두 중일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했다. 전후 댜오위

례였는데, 실패로 끝났다. 1609년에 사쓰마번이 처음으로 류큐국을 침략한

다오 권할권 다툼은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미국이 오키나와(沖繩) 반환을 논의

이후 끊임없이 침입하여 결국 1879년에 병탄했다.

한 협정에서 시작되었다.

⑤ 중국이 쇠락하여 어지럽고 적의 공격에 직면하는 동안 일본이 부상해

⑧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일본 정국이 상대적

강대할 경우, 중국의 인접국이 일본의 침략이나 병탄 대상이 되는데 그 첫째

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을 중시하고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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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부터 1990년대 냉전 종식까지, 중일관계가

로 덮어 가린 것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영토 분쟁을 보류하면서 우호협력의 기조가 유

일본이 이웃나라와 상호 관련된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지되었다. 이 당시 일본 총리 가운데 야마구치현(조슈번)이나 가고시마현(사쓰마

미래 일본의 향방과 직접 관련된다. 이 점에서 아베폴리틱스의 방식은 2014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댜오위

⑨ 중국이 발전하면서 커지고 일본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불황

다오에 ‘미일안보조약’ 제5조를 적용한다고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에 빠지자, ‘중국위협론’이 나오고 중국과 일본 간의 구조적 갈등이 불거졌다.

는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중국의 반대에 직면했다. 2015년 일

1990년대 이후 갖가지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정냉경열’에서 ‘정

본은 다시 한 번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군사일체화

냉경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조

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작전에 대한 협조를 통해 댜오위다오 문제에

슈번(야마구치현) 사람이고, 아소 다로 부총리의 외고조부인 오쿠보 도시미치는

대해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의 바

사쓰마번(가고시마현) 사람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일본의 정치 대권을 장악하고

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다.

번)

있는 상황에서, 중일관계 및 한일관계는 쉽게 악화되는 반면 개선은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전후 70년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을 받기 때

기나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이 통일되어 강대해지고 우호적이며

문이다. 하지만 일단 일본의 현행 헌법이 전복된다면, 일본이 다시 한 번 군사

개방적이고, 일본 국내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을 중시하되 한반도 및 중국에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러일

무력 확장을 꾀하지 않을 때, 한중일 3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으키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한중일 관
계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중미관계 발전이 여전히 앞으로 중요한

2. 일본의 향방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우려

요인으로 주목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일본 우익 위정자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반 일본인을 구별할 때, 일본의 정치 우경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

메이지(明治) 천황의 청일전쟁 선전(宣戰) 조서 발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중일

는 동시에 일본 각계와 실무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중

전쟁 및 태평양전쟁 개시까지, 일본은 항상 ‘영구적 평화’를 위한다든가 또는

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대동아 신질서’ 구축 등의 기치를 내걸었다. 1940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체결한 3국 동맹조약 역시 그들이 소위 ‘생존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항
구적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아베 내각이 비록 군국주의 시대의 통치
자는 아니지만, 그가 표방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여전히 갑옷을 가사(袈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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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인문 교류와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사나 관련 전문가가 진행하는 테마 강좌 등의 방식으로 젊은이들이 한중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베이

앞으로 3년 동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집권이 계속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징–도쿄 동반자 관계 전문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젊은이들이 세 나

한국 및 중국 지도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지만, 만약 일본 정치의

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개진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는 온라

우경화 및 아베폴리틱스가 한중일 지도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인상의 비이성적인 민족주의 여론이 상대국의 민간 정서를 자극하거나 훼손

일본과의 교류 초점을 베이징, 서울, 도쿄의 3대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하여,

하는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지방 도시끼리 교류하면서 민간의 우호적인 왕래와 지방 도

2018년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자, 중일공동선언 20주년 및

시의 실무 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재난 방지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관계 개

및 감소, 환경 문제, 노령화 사회 해결 등 민감하지 않으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선을 위한 기회가 많을 것이다. 2018년에는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할 예정으로, 한중일이 ‘동북아 겨울사랑 관광의 해’ 행사 등 한중일 관광 협

필요하다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교류할 때 적절한 ‘구분하기’를 고려해
야 한다. 즉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언행과 일본인을 구분하고, 일본 우익세력

력을 전개한다면, 세계 각지의 방문객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중국이
나 일본의 관광지를 찾도록 할 수 있다.

과 일본인을 구분하며, 일본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경향과 지방정부 및 자

2020년에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으로, 한중일 스포츠 교류

치단체를 구분하여 교류하는 것이다. 세 나라 정부가 서울에 설치한 ‘한중일 3

촉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중일이 ‘건강 관광의 해’ 행사를 공동 개최

국 협력사무국’은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력의 초점을 적절히 조정

하여 도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국과 중국으로 건너가서 관광하는 데 편의

하여 서울, 베이징, 도쿄 3대 도시권의 인문 교류와 실무협력 강화 측면에서

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시는 2022년 동계올림픽

더 큰 역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유치를 신청하고 있고, 최근 중국은 축구를 집중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한

2016년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는 해다. 지도자 교체로 인
해 정책의 불확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민간의 인문 교류와 지방
교류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서울–베이징–도쿄라는 세 나라의 수
도권 교류와 협력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7년은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으로, 중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한중일 온라인 우호 교류의 해’ 행사가 가능하다. 한중일의 국

중일 세 나라가 각 연령대별, 각 지역별 축구경기를 열 수도 있고, 한중일 체
육계가 10년 기한의 스포츠 교류 계획을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중일 교류와 협력에 유리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한중일 협력 형식과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광범위하고 우호적인 인문 교류와 청소년 교류의 과정에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번역: 도희진)

경을 넘는 온라인 교류 활동, 심포지엄, 대담 또는 세 나라의 건재한 역대 대

88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아베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89

한중일 관계
중일관계 타개에서 전진으로

I. 머리말
II. 후진타오 정권 제1기의 내정과 외교의 연동
III. 후진타오 정권 제2기의 내정과 외교의 연동
IV. 센카쿠열도 매입을 둘러싼 중일 간 충돌
V. 시진핑 정권의 대일관계 개선 정책
VI. 한일 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다카하라 아키오 | 도쿄대학

한중일 관계
중일관계 타개에서 전진으로

I  . 머리말
2012년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2년 넘게
흘렀다. 그사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 2014년 3월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
보정상회의에 맞춰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 후에도 한일관계는 이
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2014년 1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사이에
중일 간 정상회담이 먼저 성사되었다. 게다가 2015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회의가 열렸을 때 두 번째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
다. 중일관계를 살펴보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커다란 불안 요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동아시아 국제관계, 현대중국정치 /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The Politics of Wage Policy in Post–Revolutionary China(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1992), 『日中関係史 1972–2012 Ⅰ(政治)』（共著, 東京大学出版会, 2012),
『<シリーズ中国近現代史⑤> 開発主義の時代へ1972–2014』（共著, 岩波書店, 2014),
『東大塾社会人のための現代中国講義』（共著, 東京大学出版会, 2014).

인이 되고 있고, 센카쿠열도(尖閣列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 이 글의 II~IV는 高原明生, 「中台関係の安定期における日中関係の展開」, 『東洋文
化』 第94号 「特集 繁栄と自立のディレンマ–ポスト民主化台湾の国際政治経済学」,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181~2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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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일 간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

것이다. 우선 2002~2003년에 시작된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제1기에 보인 국

일까.

내 정치와 대일정책의 연동성에 대해 고찰하고, 2007~2008년부터 제2기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웃나라인 일

서 표면화된 당내 의견의 불일치와 사회 불만 및 불안의 확대에 대해 검토한

본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하며 긴박하게 다뤄지는 과제다. 어떻게 하

다. 둘째, 시진핑 정권의 내셔널리즘 중시정책과 대일 강경자세에 대해 분석

면 한중일 3국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 중대한 문

한 다음, 2014년 4월 이후 왜 중국은 서서히 긴장을 완화하는 자세를 보였고,

제를 고찰하려면 중국 외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고찰할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내 정치와 외교 국방정책이 연동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 통합의 구심력을 높여 공산당 내 항쟁을 유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
떤 대중정책이 필요한지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한다.

하게 전개하려고 할 때, 대외적인 대상을 설정하여 투쟁을 일으키는 수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그 대상으로 타이완이 빈번하게 거론되었지만 2008년 타
이완에 국민당 정권이 복귀하며 마잉주(馬英九)가 친중노선을 발표하자 중국

II  . 후진타오 정권 제1기의 내정과 외교의 연동

은 즉시 타이완에 대한 비판을 멈추었고 해외에서의 양안 간 인지 경쟁도 ‘휴
전’ 상태가 되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국내에서는 발전 방식의 비

총서기가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로 교체된 것은 중국공산당 사상 처음으

전과 국가의 현재에 대한 평가, 향후 개혁과 외교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당

로 평온하게 진행된 권력이양이었다. 하지만 당이 철포(鐵砲: 군)를 지휘한다는

내 대립이 심각하게 표면화되었다. 게다가 사회 기층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

원칙에서 보면 총서기가 즉시 군권을 장악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

패의 만연, 소득격차의 확대와 환경오염 악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불만이 증

임했어야 했지만, 장쩌민은 2년 동안 주석 자리에 머물렀다. 총서기가 위원회

폭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배경에서 2010년 센카쿠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

의 부주석에 그친 것은 제도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당시 ‘2개의 중앙

선 충돌사건과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매입 발표를 계기로 강렬한

이 존재한다’며 야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 일은 지도부 내 통제에 혼란을 야기

대일투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들어서자 초여름 무렵부터 중국의

했다. 특히 군사와 외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 외교정책 결정

대일 자세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대

의 과정에서 장쩌민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이것은 외교정책이 내정의 변화와

일관계 개선의 흐름은 그 후에도 진전을 보이며 5개월 뒤에는 자카르타에서

필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중국이 대외투쟁의 주요 대상으로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내 정치와 대외투쟁의 연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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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 내에 남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차이

하나는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포함하여 중국은 실로 다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당원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이었

후진타오는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이듬해 3월에 전국인민

다. 앞서 말했듯이 장쩌민은 당 총서기의 지위를 후진타오에게 양보했지만

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년 전인 1992년 제

“현장을 지휘할 인물이 필요[需要有人来“圧陣”]”하고, “연임하여 후진타오를

14차 당대회에서는 장쩌민이 총서기로 재임되었지만, 동시에 덩샤오핑(鄧小平)

돕겠다”고 자언함으로써2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2년 더 차지했던 것

이 후진타오를 최연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명했다. 이른바 세습으로 이어

이다.

져 후진타오에게 10년간의 학습 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그 긴 준비 기간이 있

이에 반해 후진타오는 ‘화해사회(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와 ‘화해세계(和諧世界:

었기 때문인지 총서기로 취임한 후진타오는 의외로 빠르게 내정이나 외교에

조화로운 세계)’의

서도 독자적인 정치색을 띨 수 있게 되었다.

발전을 강조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 사회의 부작용이

건설을 제창했다. 그 배경에는 첫째, 장쩌민 시대에는 투자와

외교 면에서는 우선,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장쩌민은 대

발생했다는 인식이 있다. 둘째,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국력의 신장

국 간 대립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치열한

으로 세계의 대국으로서 인정받은 한편 중국위협론도 확산되고 있다. 후진타

국제정세 속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종합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오는 ‘조화로운 세계’의 발전이야말로 이를 억제하는 유력한 동기로서 필요한

쩌민이 말한 종합국력이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민족의 응집력 4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모든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이

또한 후진타오는 중국의 ‘평화대두(平和擡頭)’를 주장했다. 이는 정비젠(鄭必

란 한족 및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

堅)이라는

국주 정신을 높이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 이 표현은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평화적 대두라는

원로학자가 처음 사용한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이러한 장쩌민의 국제정세 인식과 정책 경향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것을 국내외에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4년 4

나타난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에서 총서기는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월 이후, 후진타오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덩샤오핑이 사용한 평화발전(和

과거 5년간 당활동의 성과와 향후 5년간의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후진

平發展)이라는

타오가 2002년 제16차 당대회 보고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쩌민이

협론을 부추긴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한번 사용하기

보고서 작성의 최종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몇 군데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1

시작한 표현을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사례에서 보더라도 장쩌민은 강

하나는 국방에 관한 독립된 구절을 넣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경한 데 비해 후진타오는 온화한 인상을 준다.

1 羅伯特·労倫斯·庫恩(2005), 『他改変了中国: 江沢民伝』, 上海:上海訳文出版社, 419쪽.

2 羅伯特·労倫斯·庫恩(2005), 앞의 책, 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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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외사공작회의, 천량위의 해임과 아베의 방중

아베 총리를 초대했고, 8월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주장했던 발전을 위한 전
방위 외교를 실천하는 모습을 중앙위원회에 보여주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대

2004년 9월 장쩌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서 물러났지만, 그 후에도 후

일관계 개선에 나선 이 방법은 국내 정치상황이 후진타오에게 유리하게 돌아

진타오는 좀처럼 외교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2005년 9월 후

가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진타오는 유엔총회에서 ‘화해세계’의 구축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중국의 대일정책은 정권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우

에 이 사상을 발표했지만, 국내에서는 찬동하는 자가 없었다. 연말에는 통상

호적인 대일정책을 발표할 때의 정권은 그만큼 안정적이지만, 까다로운 대일

적으로 외교부장이 『인민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그해 외교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보통 권력기반이 불안정한 때다. 다시 말해 일본과의 우

데, 특히 ‘화해세계’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3 ‘화해세계’ 구축론이 외면받

호관계는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정권의 구심력을 강

는 상황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06년 8월에 중앙외사공작회의가 열

화하는 데 있어서 대일투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린 이후였다. 이 회의에서 전당 그리고 전국은 당 중앙의 국제정세의 판단 및
대외정책 방침과 전략적 위치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의 대외
활동 방침 및 정책을 단호하게 관철해야 하며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

III  . 후진타오 정권 제2기의 내정과 외교의 연동

이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의를 성공시킨 후, 후진타오는 9월에 상하이 천량위(陳良宇) 당서기를 부

2007~2008년에 시작된 후진타오 정권 제2기의 첫 번째 특징은 중국의 향후

정부패 혐의로 해임했다. 천량위는 상하이에서 경력을 쌓은 장쩌민 파의 정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의 불일치가 표면화되

국위원으로, 눈에 띄게 중앙정책에 반발했던 인물이다.

었다는 점이다.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등 대부분 상호 연동되어 있는 많은 분

그리고 10월에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중일 양국 정상은 전략

야에 관한 견해가 이항대립적인 의견 분포 상황을 보였다.

적 공동이익에 기반한 호혜관계, 다시 말해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에 합의했

두 번째 특징은 세계 금융위기에서 한발 앞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

다. 그때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

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었다는

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진타오는 굳이 중앙위원회 총회의 개막일에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상황이 국제환경과 외교 양쪽에 상호작용을 일
으키며 양안관계가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치열한 대일투쟁이 전개되는 배경

3 「李肇星接受人民日報採訪談今年中国外交成就」, 中国政府門戸網站(2005. 12. 20).
http://www.gov.cn/zwhd/2005 -12/20/content_132381.htm(검색일: 2014. 1. 8).
4 「中央外事工作会議在京擧行 胡錦濤作重要講話」, 新華網(2006. 8. 23). http://news.
xinhuanet.com/politics/2006 -08/23/content_4999294.htm(검색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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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내 의견 불일치

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 사회의 현상 인식에서 보면 대단한 거시경
제의 성공도 한 꺼풀 벗기면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모델이라 부를 만한 것이

1） 중국 모델은 존재하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양한 의견 불일치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여러 요인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중국 모델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모든 영역의 국내 개혁과 외교 방

‘중국 모델’을 둘러싼 문제였다. 중국 모델 또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은 신

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요한 논쟁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유주의적인 미국 모델이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원래
는 외국인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5 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

2） 경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난 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 모델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당연히 경제개혁에 관한 견해와 직결된다. 중

우선, 중국 모델은 존재하며 유효하다는 입장에서는 미국 모델의 권위가

국 모델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정부의

실추되었다고 본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나

통제가 강한 현 경제체제를 개혁할 필요는 없다. 또한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은행의 일부가 국유화된 것은 미국의 사회주의화이고, 중국의 승리라는 말까

과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목

지 나왔다. 또한 중국의 현상 인식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은 아편전쟁

소리가 있다. 게다가 몇 가지 중요한 부문의 현 국유기업 과점체제에 기득권

이래 최고의 상태에 있다. 국민경제는 발전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을 가진 세력은 당연히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한다.

향상되었다. 국제적인 지위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불황에 허덕이는

한편 현재의 성장 방식, 즉 노동력의 증가와 투자 확대 같은 생산요소의 투

세계는 G20의 중심국가가 된 중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입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견해에

이러한 성공은 역시 중국 모델의 발전 방식이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따르면, 투자효율이 떨어지고 생산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현재,

계의 발전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조만간 교착상태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모델의 존재를 부정하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목
소리도 있다. 결국 중국 모델이란 정부의 통제가 강한 시장경제이며 일본인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전 정권의 국무원 총리를 역임한 원자바오(温家寶)도 그런
입장에서 거듭 과점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다.6

게 친숙한 개념으로 말하면 개발독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전

양측의 공방은 2010년 이후 가시화되었다. 그해 소득격차 확대 문제가 정

유물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직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태

부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과점기업의 이윤이 너무 크고 종업원이나 간

5 ステファン・ハルパー, 園田茂人·加茂具樹訳(2011), 『北京コンセンサス–中国流
が世界を動かす？』, 岩波書店.

6 「温家宝再呼改革 要打破国有企業壟断」, 徳国之声中文網. www.dw.de/温家宝再呼
改革·要打破国有企業壟断/a -15858769(검색일: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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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급여가 너무 높다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7 2011년 5월에는 국무원이 의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1980년대와 같은 과제가 여전히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견을 제출하여 국유과점 부문에 민간자본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거의 실

서는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다.

행되지 않았다.8 그래서 발전개혁위원회의 담당 부사장(副司長)이 중앙텔레비
전(CCTV)의 뉴스 인터뷰를 통해 그해 11월부터 접근방식을 바꿔서 우선 통신

3） 어떻게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업계를 대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9 인터넷 사용

경제개혁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좌파나 기득권자라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과점

면 덩샤오핑이 1986년에 설파한 것처럼 경제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것은 그러한 저항세력을 약체화시키는 정치개혁일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를 관할하는 공업정보부에서 반론이 나오는 한편, 신화

정치개혁의 경우 1989년 이른바 제2차 톈안먼사건(6·4사건) 이후 민주선거

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이것은 성청(省廳) 간 신들의 전쟁이며 대중 소비자와

에 따른 촌민위원회의 선출제도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

는 무관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보도하지 말라”는 보도금지령을 내렸다.10 그

다. 한때 민주선거를 향진이나 현, 시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

후 12월 2일에는 대기업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요금을 내릴 테니

도 있었지만, 반대론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전인대 개최 중

조사는 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11

에 공산당 서열 제2위인 전인대 당무위원장인 우방궈(呉邦國)는 “국가의 근본

결국 통신업계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

제도 등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 동요해서는 안 된다. 동요한다면 국가는 내

은 완강했고,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회 총회(3중 전회)에서는 전

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12 근본제도란 공산당이 영도하는 일당

면적인 개혁 심화가 결정되었지만, 국유기업 개혁까지 단행할 수는 없었다.

지배체제와 공산당이 기본 경제제도라 부르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소유제

이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문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야말로 경제개혁의 중심

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당(多黨) 교체 집정, 지도사상의
다원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방궈는 삼권분립, 양당제, 연방제를 실시하지

7 「收入分配四大失衡带来经济社会风险」, 新華網(2010. 5. 21). http://news.xinhuanet.
com/politics/2010-05/21/c_12127004.htm(검색일: 2010. 5. 22).
8 「国務院関干鼓励和引導民間投資健康発展的若干意見」. www.gov.cn/zwgk/2010 05/31/content_1605218.htm(검색일: 2014. 2. 11).
9 「発改委正対中国電信和中国聯通進行反壟断調査」. http://politics.poeple.com.cn/
GB/159296/16187929.html(검색일: 2011. 11. 10).
10 「新華社調査電信和聯通渉嫌壟断案称係“神仙戦”」, 鳳凰網(2011. 11. 11). www.
news.feng.com/mainland/detail_2011_11/11/10597119_0.html(검색일: 2014. 2. 11).
11 「電信聯通承諾降低寛帯資費 申請中止反壟断調査」, 新浪網(2011. 12. 3). www.
tech.sina.com.cn/t/2011 -12 -03/02256417346.shtml(검색일: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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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사유화도 하지 않겠다며 독단적인 개혁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에 비해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거듭 표명했다.
예를 들면 2011년 3월에 전인대가 열렸을 때, 정례 총리 기자회견에서 우방

12 「全国人民代表大会常務委員会工作報告」, 人民網(2011. 3. 18). www.politics.
people.com.cn/GB/1026/14180013.html(검색일: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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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와는 전혀 다른 일련의 생각을 밝혔다.13 “경제체제뿐 아니라 정치체제 개

국을 공식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혁도 추진되어야 한다. 부단한 개혁을 통해서만 당과 국가는 생기와 활력으로

도 “인권에는 보편성이 있다”고 언급했다.15 또한 2008년 5월에 후진타오가

충만해질 수 있다”, “정치체제 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개혁 성과를 다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서명한 새로운 중일공동성

잃을 수 있으며 현대화 건설 목표도 실현하기 어렵다”, “인민의 불만을 해결

명에는 일본의 제안에 중국도 동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함께 인정하는 기본

하고 인민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비판하게 하

적·보편적 가치를 더욱 이해하고 추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라는 구절

고, 감독하게 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득분배 제도는 사회 공평 정의의 중요

이 포함되었다.16

한 구현으로,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를 서서히 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

그런데 놀랍게도 이데올로기와 교육, 언론을 통괄하는 중앙선전부 계통의

불공평한 자원분배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성과를 공

기관과 간부들은 2008~2009년 이후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하게끔 해야 한다.” 원자바오는 경제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잘

을 연이어 분명하게 피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은 서양적인 가치에

아는 입장이었고,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에 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서양인이 보편적 가치라고 제창하며 중국에 강요하고 중

오쯔양(趙紫陽)이 정치개혁을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14

국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나 그 기관지인 『구시(求是)』에 중국 교

4）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는가

육부가 논문을 발표하여 보편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활발하게 전개했다.17 국

중국 모델이 함의하는 내셔널리즘, 정치개혁과도 연관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

방대학 교수이자 군인인 류밍푸(劉明福) 대령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국수

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인권 개념에 보편성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

주의적인 책을 발간하여 이제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중국은 군확 추진을

어져 있다.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 모든 것을

통해 일등 국가가 되어 중국적인 가치가 세계를 석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8

곧바로 실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따르기는 해도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권과 관련된 유엔인권규약A를 비준하고 자유권과
관련된 유엔인권규약B에도 서명을 마친 상태다. 2011년 1월, 후진타오가 미

13 「温家宝総理答記者問（日文版）」, 学易网. http://www.studyez.com/news/201105/
27/46362.htm(검색일: 2014. 1. 8).
14 단,원자바오의 말이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원자바오는 연기를 할
뿐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다. 『中国影帝温家宝（中国最大の映画スター温家宝）』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 위제(余傑)는 고문을 당한 뒤 미국으로 활동 거점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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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奥巴馬総統与胡錦濤主席在聯合記者会上的講話和答記者問」, 美国参考(2011. 1.
19). www.iipdigital.usembassy.gov/st/Chinese/texttrans/2011/01/2011011922450
7x0.9793294.html#axzz2t29vvnMJ(검색일: 2014. 2. 11).
16 www.mofa.go.jp/mofaj/area/china/visit/0805_ks.html(검색일: 2014. 2. 11).
17 예를 들면, 馮虞章, 「怎様認識所謂“普世価値”」, 『人民日報』(2008. 9. 10), 教育部鄧
小平理論和“三個代表”重要思想研究中心 「関于“普世価値”的若干問題」 求是理論
網(2009. 7. 1). www.qstheory.cn/zl/ztck/psjz/200907/t20090701_5000.htm(검색
일: 2014. 2. 11).
18 劉明福(2010), 『中国夢: 後米国時代的大国思惟与戦略定位』, 北京: 中国友誼出版
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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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는 2011년 1월 백악관에서 열린 후진타오-오바마의 기자회견 사진

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진

을 실었지만 후진타오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는 않았다. 총서기의 말

보적인 사고방식이다. 후진타오는 여러 이익 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익

과 중앙선전부의 주된 논리 사이의 모순은, 민주집중제라는 레닌주의의 조직

의 조율, 또는 소송의 표출, 사회의 다양한 이익 간 모순의 조정, 사람들의 권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

익 보장 등이 평화적으로 시행되는 메커니즘을 더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20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총론에 대한 정당한 반론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국 모델과 개혁, 보편적 가치 등 중국 국내 문제에

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 2011년,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관련된 많은 논쟁에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6

당중앙정법위원회 저우번순(周本順) 비서장(나중에 허베이성 당서기로 이동)의 논문이

월, 중국 시안(西安) 교외의 한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다. 거기에는 “서양보편파

게재되었다.21 중앙정법위원회란 경찰이나 사법 등 치안을 주관하는 부문을

는 중국에서 나가라[西方普世派滾出中国]”라는 과격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19 당

총괄하는 유력기관이다. 그 논문에서 저우번순 비서장은 “공민사회(civil society:

돌한 느낌마저 주는 이러한 문구가 사회 기초단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관심

시민사회)는

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고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엿보이는데, 서방 특히 미국의 음모에 대한 중국의 경계

조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한 불만과 내셔널리

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또는 내셔널리즘을 원용함으로써 자신

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의 입장과 정책, 현재의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시도를 읽어낼 수 있다.

5） 어떻게 사회 안정화를 도모할 것인가

6） 강경외교는 계속될 것인가

사회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공산당 내 논쟁에서도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은 외교 방침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한쪽에는 덩

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사회 불안정은 공산당이 현재 크게 우려하는 문제다.

샤오핑의 가르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저자세를 유지함)’라는

서방이 중국을 위해 설계한 덫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폭력적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혁
추진으로 애초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구
체적으로는 시민이나 농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사회조직을 효율

19 시안에 거주하는 블로거가 2011년 6월에 찍은 사진 참조. 優質西安人(2011. 6. 19),
「[西安e報: 909期]跳梁小丑張顕」 IN在西安. http://www.inxian.com/2011
0619/27417#more–27417(검색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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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胡錦濤(2005. 6. 26), 「在省部級主要領導幹部提高構建社会主義和諧社会能力専題
研討班上的講話」, 新華網. www.news.xinhuanet.com/newscenter/2005 -06/26/
content_3138887.htm(검색일: 2014. 2. 11).
21 周本順(2011. 5. 16), 「走中国特色社会管理創新之路」, 求是理論網. http://www.
qstheory.cn/zxdk/2011/2011010/201105/t20110513_80501.htm(검색일: 2014.1.
8).
22 2009년 7월 우루무치 폭동 후 필자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계열 싱크탱크 지도자에게
폭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그건 미국의 음모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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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방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온건파 또는 국제파가 있다. 이 관점에서

2011년 5월, 베트남이 해저자원 개발을 위해 설치한 케이블을 중국이 절단해

보면 중국은 아직 미약한 개발도상국이고, 또한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빠르

버린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은 구단선 개발의 경우 유엔해양법조약을 인정하

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협조적인 국제관계와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이미

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일어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

지를 소중히 해야 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2008~2009년 무렵부터 중국 언론

론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대다수였지만, 내부 국제파

에서 반복된 군인들의 거침없는 발언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의 이성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혹시라도 이 선 안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예를 들면 끝이 없겠지만, “남중국해에 공해는 없다, 전부 중국 것이다”,

중국도 서명한 유엔해양법조약에 기반한 타국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

“남중국해에서 작은 전쟁을 일으키자”, “인도의 해군은 강하지만 우리는 미사

문이다. 중국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든 타협점을

일 보유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칠 수 있다” 등의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거친 발언들이 중국 언론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었다. 이는 중국 미디어의

언급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놀라운 변화이지만 온건파 또는 국제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미지를 해
치는 과격한 발언이므로 신중해야만 한다.

2. 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불안

그러나 ‘도광양회’는 덩샤오핑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력이 향

중국 정치에서 2개의 커다란 영역 또는 축 가운데 하나는 공산당 내 정책 논

상되었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으며 의지할

쟁, 관료정치 또는 파벌 투쟁이며, 또 하나는 공산당과 사회의 관계다. 우방궈

만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 권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가 내란의 가능성을 제기했던 배경에는 일반대중이든 성공한 기업가든 현재

지킬 수 있는 군사투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리얼리즘을 부르짖는 강경파

의 사회 상황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또는 국수파가 군인만이 아니라 외교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

있다. 당 지도부는 대중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는 점이다.
두 파벌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남중국해 지도에 그려

1） 현재에 대한 불만

진 소의 혀 모양의 9개의 직선[九段線]을 두고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중국

불만과 분노의 씨앗은 종종 소득격차, 부정부패의 만연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은 약간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9개의 직선 안쪽에 대해서는

중국 서남재경대학교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중

자신들에게 역사적인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23 예를 들면

23 2009년 5월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및 부속 해역에 대해 투쟁할 필요가 없는 주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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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관련 해역 및 그 해저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림이 있으니 참고하라”며 그림에 9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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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지니계수는 0.61을 기록했다고 한다.24 이 발표에 따라 이듬해 2013년 1

면서 좋은 직장을 찾고 있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가리켜 한 중국의 사회학자

월에는 국가통계국이 약 10년 만에 지니계수를 2003년으로 소급해서 발표했

는 ‘이쭈(蟻族: 개미족)’라고 불렀다.27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중국 안에서 카운

다.25 즉 2010년 지니계수는 0.48이었는데 사회 안정 면에서 위험 영역으로

터 엘리트(counter -elite) 집단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28

볼 수 있는 수치가 0.4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넘으면 위험선을 크게 웃돌았
다는 결론이 된다. 최고검찰원은 부정부패 만연과 관련해서 2013년 1월부터

2） 미래에 대한 불안

11월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의 수가 3만 6906명에 달했다고 발

게다가 식품의 안전 문제나 초미세먼지(PM2.5)로 주목받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

표했다.26

염,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고령화에 직면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

소득격차와 부정부패는 일찍이 문제시되었지만 최근 더 중요해진 사회문

산되고 있다. 그 결과 해외로 탈출을 시도하는 이민이 유행하는 한편 국내에

제는 연고주의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고주의도 중국에서 새롭게 부

서 마음의 평안을 좇아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교, 개신교, 가톨

상한 문제는 아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얼마간은 신분이나 가문을 불문하

릭, 민간 신앙 등 다양한 종교에서 신자가 늘고 있지만 특히 개신교가 급속하

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각

게 늘어나고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비공인교회인 ‘지하교회’를 포함하여 개

자의 차이니즈 드림을 좇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푸얼다이(富二代), 관

신교 신자가 1억 명을 넘는다는 예측도 있다.29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자

얼다이(官二代)’라는 말이 유행하듯 부잣집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관료의 자녀

가 8000만 명을 넘는다는 2013년도 추정치도 있었던 것처럼,30 정확한 수치

들이 관료가 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8천 수백만 명의 공산당원

없다. ‘권력=돈’인 세상에서 가족 대대로 재산 또는 지위를 상속하는 시스템

의 수와 필적하는, 혹은 그를 뛰어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설령 유명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아무런 연

공산당은 정책적으로 항상 지하교회를 엄격하게 감시하지는 않는다. 마르
크스가 종교는 현실의 불행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아편과 같다고 한 것처

고가 없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졸업하면 대학교 기
숙사에서 나와야 하고, 집값이 저렴한 교외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집단거주하
24 「中国家庭のジニ係数0.61 所得格差深刻」, 人民網日本語版(2012. 12. 11). http://
j.people.com.cn/94475/8053174.html(검색일: 2014. 1. 8).
25 『人民日報』(2013. 1. 19), 4面.
26 「最高検: 2013年前11個月3.69万余名官員渋貪腐被查弁」, 新華網(2014. 1. 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 -01/05/c_118834521.htm(검색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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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廉思(2010), 『蟻族–高学歴ワーキングプアたちの群れ』, 勉誠出版.
28 일종의 인상론(印象論)인데,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을 봐도 일반적으로 연안 대도시의
양가집 자녀들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 농촌 출신자들은 부정적인 경향
이 있는 듯하다.

29 世界·中国研究所所長の李凡が慶應義塾大学にて行った報告(2009. 7. 18), 「基
督教対中国民主的影響」. h ttp://ww w.go ng fa.co m/ht ml/go ng faz hu an ti/
xianzhengzhuanxing/20090807/519.html(검색일: 2014. 3. 2).
30 佐藤千歳（2013）, 「変容する中国の宗教–21世紀におけるキリスト教の復活」, 『善
隣』 10号,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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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용인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2010년 센카쿠열도 어선 충돌사건 후 반일시위

단, 신자가 1억에서 2억, 4억 명을 넘길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2010년 9월에 발발한 센카쿠열도 중국 어선 충돌사건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관련 사회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도덕 체계의 파괴다. 주목할 만한

당내 의견 불일치와 사회 구심력의 상실이 있었다. 물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사실은 유교에 대한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후진타

할 것은 양안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이다. 마잉주의 지휘 아래 대륙과의 관계를

오 총서기의 ‘여덟 가지 영예와 여덟 가지 치욕[八榮八恥]’ 발표를 통해 공자의

확장시켜가는 타이완은 투쟁 대상의 후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仁)’의 핵심 도덕학설이나 맹자, 순자의 영욕론 등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두 번이나 충돌하자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중앙선전부 스스로 인정했다.31

일본은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선장이 구속된 후 기소

2004년에 중국 문화를 해외로 전하는 목적으로 공자학원을 설립했고, 2008

시일이 가까워지자 중국 측은 선장 석방을 위해 정치·경제·문화 영역에 이르

년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의 콘셉트 중 하나는 유교였다. 2011년 1월에는 톈안

는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했다. 2010년 10월 중순, 9월 24일에 선장이 석방

먼광장 옆 창안지에(長安街)에 높이 9.5m의 커다란 공자상이 세워졌다. 그런

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내륙 몇몇 도시에서 짧은 메일을 통해 시위 참가

데 4월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자상이 철거되었다. 톈안먼에 초상화

를 호소하는 글이 퍼졌다. 이상하게도 그 문맥이나 양식이 어느 도시의 시위

가 걸려 있던 마오쩌둥이 유교와 투쟁해온 인물이었기에 공산당 안에서 유교

에서나 거의 같았다. 물론 도시 이름이나 기재된 시위의 장소는 각각 달랐지

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했다.

후 정책적으로 유교가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수면 아래에서만 논쟁
이 오가는 것 같다.

<그림 1>의 호소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위는 당국의 공인을 받았을 가능
성이 크다. 같은 호소문이 여러 도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움직
임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소문의 비고란에 “언론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쓰인 점으로 보아 당국이 공인 또는 묵인한 시위라는 것,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32 이 점에서 이른바 대중 불만의 분출

31 中共中央宣伝部理論局(2006), 『理論熱点面対面』, 北京:学習出版社·人民出版社,
89~90쪽. 여덟 가지 영예란, 조국에 대한 사랑[熱愛祖国], 인민을 위한 봉사[服務人
民], 과학의 숭상[崇尚科学], 근면한 노동[辛勤労働], 단결과 상호부조[団結互助], 성
실과 신의를 지키는 것[誠実守信], 규율과 법을 지키는 것[遵紀守法], 각고분투[艱苦
奮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덟 가지 수치란, 조국을 위해하는 것[危害祖国], 인민을
배신하는 것[背離人民], 우매와 무지[愚昧無知], 안정지향과 노동기피[好逸悪労], 타
인에게 해를 끼치고 이기적인 것[損人利己], 이익을 좇아 의를 잊는 것(見利忘義), 법을
어기고 규율을 혼란시키는 것[違法乱紀], 교만과 사치와 음란[驕奢淫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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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당국이 도모한 시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내셔널리즘
에 대한 열광은 일단 불이 붙으면 제어하기가 힘들다. 시안의 경우 <그림 1>에

32 시안 주민의 블로그(2010. 10. 16). 拉仕泰多·布拉布殊夫 「[西安e報:663期A版] 這
不是散歩」, IN在西安. http://www.inxian.com/20101016/15287(검색일: 2014. 1.
8). 이 단락의 기술은 시위 실황중계를 전한 블로그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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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일시위 호소문

중국의 경우 국내외 투쟁에서 중시되는 것이 담론의 싸움인데 현재 선전부
문을 지배하는 것은 보수와 국수주의 쪽이다. 국민들 사이에 커져가는 불만과
불안은 내셔널리즘이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식 언론에서 쏟아지는 격
렬한 반일선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심리 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반
일선전 캠페인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제협조를 지향하고 상호 타
협하면서 다툼을 온건하게 해결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
게 되었다.

IV  . 센카쿠열도 매입을 둘러싼 중일 간 충돌
센카쿠열도 5개의 섬 중에서 하나는 원래 국유지였지만 2012년 9월, 일본 정
* 출처: 시안(西安) 주민들의 블로그. http://www.inxian.com/20101016/15287(검색일: 2014. 1. 8)

부는 나머지 4개 섬 중에 3개 섬을 개인 소유자에게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베이징에서는 섬 매입에 대해 강경론과 온건론이라 부를 수 있는 2개의
해석이 나왔다.33 강경론은 일본 정부의 섬 매입을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

있는 종착점의 중러우(鐘樓)에서 시위대 일부가 해산에 동의하지 않고 미즈노

발이며,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온건론은 일본 정부가 섬을

전문점을 습격하는 등 난폭한 사태로 번졌다.

사는 것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 매입하는 것을 저지함으

2010년 대일투쟁의 배경을 만든 당내 의견 대립은 모두 중국의 미래를 좌

로써 상황을 진정시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한 장군

우하는 중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

은 인민넷 인터뷰를 통해 온건론의 입장을 밝혔고, 외교부에 속한 중국 국제

문에 의견 대립의 구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상으로 보

문제연구소 소장도 섬 매입은 주권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

수파, 좌파, 국수주의자, 대외강경파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며, 다른 한편으
로는 개혁파, 국제주의자, 대외온건파가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즉 보수와 국수주의, 개혁
과 국제주의 사이에 각각 친화성이 있는 것이다.

114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33 「朱成虎: 日本政府“国有化”釣魚島或為平息事端」, 人民網(2012. 9. 5). http://
military.people.com.cn/n/2012/0905/c1011 -18927640.html(검색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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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그러나 후진타오, 시진핑이 강경한 대응을 취하기로 노선을 결정한 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이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진핑 정권의 전

중국 언론 등에서 치열한 대일투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다른 의견

반적인 외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공적으로 표명할 수 없게 되었다.

시진핑 정권의 외교적 특징으로 아래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지도부가 강경책을 취한 배경에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18차

첫 번째, 대미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시진핑은 부주석 시절부터 ‘신형대

당대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으로 무르익을 시기에 겁쟁

국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오바마 정권을 이용했다. 그 목적은 초대국들과의

이로 보일 만한 행동은 누구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당대회를 거쳐 탄생한 시

충돌을 피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중국 측이 생각하는 신형대국관

진핑 정권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을 슬로건으로

계의 핵심은 ①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음 ② 상호 존중 ③협력 윈-윈, 세

내걸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통치 수법을 사용했다. ‘중국몽’이라는 세 글

가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등한 미중관계의 추구다. 시진핑이 “태평양에

자는 사실 류밍푸(劉明福) 대령이 쓴 책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다. 시진핑 정권

는 미중 양국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도

은 반일선전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2013년 10월 이후 빈도는 줄었지

대등성의 추구와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 정부선(政府船)의 영해 침입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센카쿠열도 영역의 공동

미국도 신흥 대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길 원한다. 중국과 피할 수 없는 경쟁

관리 실적을 만들기 위해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일방적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을 관리하여 세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바마 정권의 방침이다. 하지

시도가 계속되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내와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대일투쟁

만 중국이 말하는 ‘상호 존중’은 서로의 ‘핵심이익’ (중핵적 이익)을 상호 존중한다

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
지 않다(정의가 가소적인)는 점에서 신형대국관계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이버공격이 심화되는 등 전략적인 대항관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V  . 시진핑 정권의 대일관계 개선 정책

있다. 단지 중국은 경제력이라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시진핑 정권은 2014년 4월 이후 서서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두 번째 특징은 주변외교의 언행 불일치다. 주변외교에 대한 온건한 발언

보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과 강경한 행동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2013년 10월 ‘주
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진핑은 “주

34 「専門家: 日本による『国有化』は、中国が釣魚島を失うことを意味しない」, 『人民日
報』日本語版(2012. 9. 12). http://j.people.com.cn/94474/7946139.html(검색일: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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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정치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하여 경제적 연대
가 더 견고해지고, 안전협력이 심화되며 인문관계가 더 긴밀해지기 위한 노력
을 하겠다”라든가, 주변외교의 기본 방침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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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파트너가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을 풍요

악하는 DNA는 없다”고 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들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

롭게 한다”라는 10년 전 방침을 견지함과 동시에 그가 생각한 ‘친(親), 성(誠),

려울 것이다. 중국은 15세기 명조(明朝)의 제독인 정화(鄭和)의 원정 항해를 중

혜(恵), 용(容)’이라는 이념을 도출하여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의 평화적 해양 진출의 상징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정화는 조공을 거부

또한 남중국해 주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2013년 10월 인도네시
아 국회에서의 연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연설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한 왕의 일족을 중국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그의 행동을 ‘침
략’으로 간주하고 있다.35

관한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

가설 3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의 동시 추구다. 당내 통일이나 국민통합과

결해야 한다.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양국 간의 관계나 지역 안정과 같은 전체

같은 눈앞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투쟁이 유용하다. 그

이익의 구현을 위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러나 공산당 지배의 정통성에 있어서 중요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유용하고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일부에서는 근해 및

그런데 실제 행동은 상당히 강경했다고 할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2013
년 11월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발표했고, 남중국해에서는 2014년 5월 서사
(西沙)군도에

수십 척에 달하는 선박의 호위를 받으며 석유 채굴용 해상구조물

을 끌고 가서 석유시추 공사를 개시했다.
이런 언행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태평양에서의 지배 확립을 장기적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제압하고 미국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중일 양국의 노력 끝에 구현한 2014년 11월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양국 정상이 악수할 때 시진핑 주석의 무뚝뚝한 표정이 국제
적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양국이 정식 회담을 가진 의의는 크다.

가설 1은 부서 간 협조의 부족이다. 전통적으로 외교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데 비해 선전부는 대외강경 자세로 기울기 쉽다. 그리고 근래 대외정책에 관

것은 즉 물리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나 센카쿠열도, 야스쿠니 신사와 같

여하는 빈도가 늘어난 군이나 석유 관련 부서는 이익 확보를 위해 기성사실을

은 개별적 문제로 인해 중일관계의 흐름이 깨지는 것에 반대하고, 조건 없는

형성하는 식으로 나올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부문 간 횡의 연대 부족을 해소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본이 영토 문제의 존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인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탓도

재를 인정하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

있지만 매끄럽게 운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설 2는 자기인식의 부족이다. 중국인은 이른바 ‘대국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기인식밖에 할 줄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말
한 ‘주변외교공작좌담회’라는 명칭이 이미 자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연설에서 반복해서 “중화민족의 피에는 타국을 침략하여 패권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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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콜롬보에 있는 국립역사박물관 전시는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수마트라 섬과 자
바 섬, 아유타야도 정화의 부하가 침략했다고 한다. Geoff Wade(October 2004), “The
Zheng He Voyages: A Reassessment”,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31, Asia Research Institute,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http://
www.ari.nus.edu.sg/docs/wps/wps04_031.pdf(검색일: 201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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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격렬한 항일선전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한 사태의 발생을 피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표현되었다. 중국의 입

타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시진핑 주석

장에서 보면 센카쿠열도라는 이름을 합의문서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일보 전진

의 무뚝뚝한 표정은 아베 총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분위기를 반영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보면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긴장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 영토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정상회담에 응했던 것일까. 먼저 상황적인 요인이 있

이 합의에 대해 중일 양국에서는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실 양

을 것이다. 중국은 APEC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다른 참가국의 요청을 거절할

국은 최근 정부 간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

경우 체면이 서지 않는 데다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는 애매한 문구를 찾고 있었다. 이 문서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할만한 것이며,

의미에서 이번에는 다각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하나의 효능이

높은 수준의 외교 기교가 발휘된 결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드러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정상회담 개최에 임하고, 중국은 자

이와 같은 타협을 중국 측이 재촉한 요인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에게 설명 가능한 애매한 회색의 합의를 필요로 했는데, 양측 외교 당국

첫 번째, 5월과 6월에 두 번이나 군용기가 이상접근하면서 양국 정상은 큰

자가 그것을 짜내는 것에 성공했다. 이른바 관계 개선 네 가지 합의 사항이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도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실용화하

다.36 먼저 신사 참배 문제의 경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신

기로 합의했다. 그 후에 메커니즘의 이름이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으로 발

에 따라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는 것으로 약간의 인

전적으로 개칭되어, 국방·외교당국 간 조기운용 개시를 위한 협의가 계속되

식의 일치를 보았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 양국관계에 영향을

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4년 만에 ‘중일 안보대화’가 도쿄에서 열렸다.

미치는 정치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아닌 ‘약

두 번째, 양국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

간의 인식의 일치’라고 한 것은, 참배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라는 뜻

하시킨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본의

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실행 기준)는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센카쿠열도의 경우, “센카쿠열도 등 동중국해의 해역에서 최근 긴장상태가

장은 9월 중일경제협회대표단과 회견을 갖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발생하는 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일부 지

정세의 악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예측하지 못

방에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엄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리고 중
국이 정치관계의 긴장이 경제 교류를 저해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
적인 입장에서 대일 접근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6 「日中関係の改善に向けた話合い」(2014. 11. 7). http://www.mofa.go.jp/mofaj/a_
o/c_m1/cn/page4_000789.html(검색일: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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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거물 정치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시진핑이 당

화나 ‘신일중(新日中)우호21세기위원회’의 재개, 앞서 말한 ‘중일 안보대화’와

내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내정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정권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에 관한 방위당국 간 회합 등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

기반이 견고할수록 우호적인 대일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것

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흐름에 따라 2015년

으로 생각된다.

4월 제2회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국제적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중국 측이 신형대국
관계라 부르는 대미관계가 반드시 원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PEC 회의
때의 오바마-시진핑 회담은 온난화 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발표하는 등 협

VI  . 한일 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력 추진 면에서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심화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의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미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중일관계

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에서는 습관적으로 대일 접근이라는 조정 작업이 작동

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자.

한다. 또한 최근 보였던 강경자세가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을 뿐 아무런 이익
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37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중국이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현상을 변경하
려는 시도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무릎 꿇게 된다면 그

그렇다면 정상회담은 어떠한 성과를 올렸던 것일까. 센카쿠열도나 야스쿠

영향은 남중국해에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은 똑같은 강경 수단을 여러

니 신사 등 오랫동안 존재해온 복잡한 문제가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되지는

방면에서 강화할 것이다. 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은 중국 국내의 강경파

않는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일관계에도 소이(小異)보다 대동(大同)

이지, 국제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온건파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에 먼저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소이’를 크게

것이다. 이는 중국의 미래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

확대하지 않기로 서로가 동의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 국내의 온건파, 국제주의자, 개혁파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문

이상의 간단한 분석을 통해 양국이 군사충돌을 피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한

제에 대응해야 한다.

편, 반일 내셔널리즘의 고조로 인해 중국의 대항 자세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주권 관련 문제는 ‘agree to disagree’ 방법 외에는 없다. 영유권 문제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정상회담 후에 공식 언론의 논조에 눈에 띄

대해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영유

는 변화는 없었고, 군은 변함없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 영

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중일 국교정상화 때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지혜

해에 대한 감시선 파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메콩 강 유역에 관한 정책대

이기도 했다. 일본은 100% 자국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고, 타이완 역시 자국
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이상 중국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외무성

37 베이징에서 청취 조사(2014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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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일 국교정상화를 공약으로 하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이 탄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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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일 후, ‘중일 간의 현안사항’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서 센카쿠열도가

래를 추구하자고 직접 호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국민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며 어느 국가의 정부와도 영

간 상호이해의 추진, 경제관계의 심화, 동중국해의 협력, 동아시아의 안보 환

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38

경의 안정 등 네 가지에 대해 쌍방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

일본 정부는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토 문제라는 말보
다 ‘영유권은 100%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즉 영토 문제가 있다

요하다고 말했다.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서
로 협력하여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없다라든가, ‘보류합의(棚上げ合意)’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며

그럴 경우에는 눈앞의 위기에 대응해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저우언라이가 시사한 대로 영유권에 관해서는

것이 중요하다. 섬 관련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고 봉인해두어야 한다. 그렇

중국이 군비 경쟁이나 해양 진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관계적 관점

지 않으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는 것 외에는

에서 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평화를 유지

해결 방법이 없다. 민주당 정권 때의 겐바(玄葉) 외무대신은 중국은 일본을 제

시키는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이 세 가지를

소하라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39

모두 응용하여 확실한 평화를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선박을 보내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1972년 이래 현상유지에

첫 번째로 국제규범을 공유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된다는 구성주의 개념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힘으로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방식은

다. 다행히도 중국에서는 온건파, 국제주의파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양국의 공통이

한 방식의 지식 교류나 교환 유학을 포함한 청소년 교류를 통해 규범과 감정

익과 대국으로서의 양국의 책임을 확인할 것을 중국에 요청함과 동시에 주변

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교류를 실시할 때는 홈스테이

국가 및 국제사회에도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호소해야 한다.

를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과 지방

한편 일본의 의도에 대해 중국의 일부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이 사실이다. 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시아의 지역 질서에 관한 장기 비

의원,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타국의 젊은이들과 홈스테이를
하며 교류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을 제시하고, 구축해나갈 것을 중국에 제안해야 한다. 11월 정상회담에서

두 번째로 상호의존 관계가 발전하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대국적·장기적 관점에서 21세기 중일관계의 미

유주의 개념이다. 그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
호 의존이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중일 3국은 중국과 일본

38 国分良成·添谷芳秀·高原明生·川島真(2013), 『日中関係史』, 有斐閣, 128쪽.
39 Koichiro Genba(2012. 11. 20), “Japan–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s”,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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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말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뿐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안보협력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 문제들, 예를
들면 해적이나 마약, 초미세먼지(PM 2.5) 대책 등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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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힘의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의 개념이
있다. 국력의 균형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
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와 다국간 체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 양성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 경
쟁에 빠져 긴장이 높아지기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고 공존할 수

동북아 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큰 역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한중일 화해와 협력의 길

있는 신뢰 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한

I. 머리말

국과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냄과 동시

II. 동북아 지역의 역사 유전자

에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때 사실을 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중일전쟁의 가해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세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힘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
는 원칙을 각국이 서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그 테두리 안에 계속 중국을 포
함시키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번역: 남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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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사가 국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IV. 역사의 그림자 아래에 놓인 지역 현실
V.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양보장 | 중국사회과학원

동북아 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큰 역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한중일 화해와 협력의 길

I  . 머리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 동북아 각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복잡다단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 애증의 역사는 먼 옛날로 거슬
러 올라간다. 지금 동북아의 수많은 문제들, 즉 전통안보 및 비(非)전통안보 의
제, 지역의 핫이슈, 안보기제의 부재 및 구축, 국가전략의 향방 그리고 민족주
의의 충돌과 영토 분쟁의 등 뒤에는 항상 ‘역사’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이토록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살아남았으며, 그 역사에
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포함되지만 동시에 단순히 두 사건에 그치
는 것도 아니다. 어떤 중국 학자의 말처럼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같은 단순
한 시각으로는 근대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거나 해석
양보장[楊伯江]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본정치/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日本民主党对外战略方向确立」(『现代国际关系』 第2期, 2012), 「美国战略调整背景下日本
“全面正常化”走向探析」(『日本学刊』 第2期, 2013), 「美国对日政策内在矛盾及地区战略影
响」(『日本学刊』 第6期, 2014), 「战后70年日本国家战略的演变发展」(『日本学刊』 第5期,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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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만으로는 동북아 지역(물론 일본 자신도 포함하
여)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물을 구성하기에 부족하다.” 1 마찬가지

1 孫歌(2006), 「‘전후’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二十一世紀』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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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북아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화이질서(華夷秩序)나 냉전의 시각만으로는 안

정치 지도자만이 제 역할을 해내면서 현실의 정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된다.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고민하려면 ‘큰 역사’의 시각이 필요하다.

있으며, 진정한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 협력은 현실적으로 ‘한중일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자
연스럽다. 게다가 시야를 세계로 넓혀 볼 때, 동북아 협력은 또 한 번 절호의

1. 동북아 지역은 역사가 유구하며 문명의 연속성이 있다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용을 막론하고 이 지역의
협력은 항상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정치 지도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가 장기간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동

자들은 고도의 역사적 책임감과 정치적 감수성을 갖추고, 중요하고도 민감한

북아는 점차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동시에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교류

문제들을 신중하고도 적절하게 다루면서 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을 창출해야만

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동북아라는 개념은 지역을 넘어 문화와 사

한다. 먼저, 한중일 세 나라는 전략적 관점으로 상호관계를 틀어쥐고, 협력 심

고방식을 의미하며, 또한 경제관계와 인적 왕래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

화라는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현실관계에 대한 역사의 ‘긍정적 에너지’를 흡

다. 이 가운데 문화적 유사성은 동북아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역사 발전 궤적을

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질서의 미래와 전망 등을 포함한 여러 어

증명할 뿐 아니라, 동북아 각국이 이 지역의 특수한 지역 질서를 점진적으로

젠더에 대해, 분야와 주체 및 형식을 막론한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통해 탐색

형성하게 된 기반이기도 하다.2

을 계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투자 및 물류협력 등을 가속화하면서,
동북아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시켜야 한다.

중국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 특히 그 남부 지역은 중화문명의 발
상지 가운데 하나다. 석기시대, 동북아의 발전 수준은 황하 유역과 비견될 정
도였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인 중국은 동북아와 황하 유역이라는 상대적으
로 발전한 두 지역 문명이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면서 융합하는 와중에 배태되

II  . 동북아 지역의 역사 유전자

어 형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가장 긴밀하게 교류
하고 관계를 맺어온 지역이다. 한나라 때부터 중화문명이 대륙의 중원에서 동

동북아 국가가 ‘역사와 공생(共生)’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역사

서남북으로 뻗어나가고자 할 때, 북쪽으로는 유목민족의 저항에 부딪히고 서

요인이 동북아 지역의 현실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뜻

쪽으로는 아랍문명에 저지당했다. 그리하여 항해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적어

이다. 역사는 마치 캔버스와 같아서, 현실정치가 아무리 멋지게 붓을 휘둘러
그림을 그려도 결국 그 바탕색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현실은 영원히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국가의 숙명이다. 둘째, 현실의 정치
문제를 다루는 지도자에게 역사 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역사의식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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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제도의 네 가지를 제시한 최초의 일본 학자다. 니시지마 사다오(1979), 「‘동아
시아문화권’ 형성 문제에 대한 일본 사학계의 연구」, 『中國史硏究動態』 第3期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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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연스럽게 육지로 연결된 한반도의 남부 및 바

동북아 국가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다 건너편의 일본과 왕래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북아는 이렇게

과 일본 사이에는 또한 단절의 역사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대외 ‘쇄국’

화이질서(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를 체현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중국과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과 왕래를 단절하곤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조차

주변 국가의 관계는 뚜렷한 지리적 방향성을 가졌으며, 이러한 역사 유전자는

일본은 재빨리 서구 냉전 진영으로 편입되면서, 1972년 국교정상화 시점까지

지금까지도 중국 외교에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륙 중국과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국교정상화 역시 당시의 특수한 국제

도 송 이전까지는 그러했다),

전략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내 정치를 배경으로 실현된 것으로, 전략적 수

2. 복잡한 국가관계는 후세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요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색채가 짙었다. 유사 이래 같은 질서 속에
편입된 시간이 극히 짧았으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평등하고 대등한 대화

동북아 각국은 우호적으로 교류해왔고 문화적 유사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와 교류의 경험이 부족하다. 많은 부분에서 ‘가까운 듯하나 서로 먼 존재’로,

대립과 충돌 그리고 전쟁도 있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일관계에 대해

상호이해가 부족하고 오해도 많다.

“2000년의 우호와 50년의 불행”이라고 묘사한 바 있는데, 이는 정치가이자
전략가로서의 매우 개괄적인 발언일 뿐,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3. 화이질서는 ‘일체’에서 ‘다원’으로의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1894~1945년의 ‘50년’ 이전에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있
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투로는 7세기 나당연합군과 일본의 백강

화이질서 초기, 관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동북아 지역은 뚜렷한 동일성(同

전투, 그리고 16세기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일본과 싸운 전쟁, 이 두 차례가

一性)을

가장 유명하다.

명을 지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 형태를 형성했고, 이렇게 형성된 다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앞장서는 가운데, 여러 민족과 국가는 점차 문

비록 동북아 국가는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질서의 차원에

른 동북아 국가들은 발전 과정에서 정치체제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모방했으

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실현한 적은 거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

므로 중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었다. 즉 동북아 각국이 중국 주도의 화이질

는 화이질서에 일본이 잠시 들어왔던 명나라 때를 제외하면, 일본은 실질적으

서의 사고방식과 정치 기반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3

로 화이질서의 바깥에 장기간 유리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항상 자기중심적

하지만 청나라 중엽 화이질서 속에서 각국이 성장하면서, 화이질서를 수용

이었다. 일본은 화이질서에 가까워지는가 하면 곧 멀어지면서, 경계하는 눈빛

한 동북아 기타 국가는 이를 다시 자국이 주변국이나 지역 관계를 다루는 기

으로 곁눈질하거나 정면 도전하기도 했다. 결국 메이지 유신 이후 그 도전은

본 모델로 삼았다. 즉 중국 주변에 여러 ‘소중화(小中華)’가 나타난 것이다. 16

성공을 거두었다. 동북아 지역 내부 역량인 일본과 외부 역량인 유럽이 안팎으
로 협공하자, 중국이 주도하는 위계질서인 일원화된 화이질서는 전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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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劉德斌(2006), 『東北亞史』, 吉林人民出版社,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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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 통일 이후 신속하게 대외 확장을 개시한 일본이 가장 먼저 내부에서

4. 냉전의 역사가 동북아 갈등을 더 첨예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지역 질서의 통일성에 도전했다. 1840년 아편전쟁 이전까지, 동북아
는 여러 중심과 다중적 질서체계가 교차 병존하는 복잡한 국면을 형성했다.4

러시아와 미국은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외부 개입자가 되었다. 러

외부 환경을 보면, 1648년 유럽에서 최초의 근대적 국제관계인 베스트팔렌

시아의 개입으로 동북아에서 열강의 다툼이 한층 치열해졌고, 더 직접적으로

체제가 구축되었다. 유럽은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대외 확장에 나

는 오늘날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섰고, 19세기 중엽부터 세계적으로 식민제국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역

이후 동북아는 미소냉전 대치의 최전방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및 타이

사에 대한 유럽의 ‘종적인 돌파’와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 여러 중심이 병존하

완을 서구진영에 편입시켜 소련, 중국, 북한과 대치했다. 전략적 필요에 따라

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질서가 병행 발전하던 세계사 구조는 근본적인 충격과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억제 및 봉쇄 정책을 취한 반면, 대일정책은 매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짧은 기간(1945~1947년)에 ‘약화’에서 ‘지원’ 및 재무장으로의 역전(逆轉)을 실현

19세기 중반 이후 기세등등한 구미열강과 쇠락하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면

했고, 동시에 한국과 타이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5

서, 일본은 최종적으로 구미와 운명을 함께하고 이웃국가를 침략·수탈하는

동북아의 분열을 초래한 냉전은 동북아 각국에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을 가

길을 선택했다. ‘서풍동점(西風東漸)’과 아편전쟁이 외부로부터 동북아 전통 지

져왔고, 또한 이 지역의 미래에 우환을 남겼다. 냉전은 직접적으로 중일 공식

역 질서에 충격을 가했다면, 동북아 내부로부터 일본이 화이질서를 무너뜨린

관계의 공백을 초래했고(1972년까지) 한중관계 정상화를 방해했으며(1992년 수교까

상징적인 사건은 1874년의 타이완 침략이었다. 또한 1894년의 청일전쟁은

지),

기본적으로 화이질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동북아 내부로부터의 충격

의 전략적 필요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에 복

과 외부 식민세력의 협공 앞에서, 동북아 화이질서는 쇠퇴와 종말을 향해 걸

귀’하면서, 침략전쟁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회피했다. 요시다 시게루(吉

어가야 했다.

田茂)

또한 전후 일본의 ‘애매’한 역사인식을 초래했다. 일본은 냉전 당시 미국

노선에 따라 일본은 오랫동안 국민의 관심을 경제 복구 및 성장에 붙잡

아두면서 국가, 전쟁, 전략 등의 민감한 어휘와의 조우를 회피했다. 즉 역사를
회피한 결과,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 정리 및 성찰 등의 사회적 운동을 벌일

4 劉德斌(2006), 앞의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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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아의 ‘전후’는 1945년 일본 패전으로 시작되며, 그 상징적인 사건은 도쿄 재판이다.
어떤 의미에서, 도쿄 재판은 전후 동북아 국제관계의 기본 향방, 즉 미국 주도의 패권구
도를 결정지었다. 도쿄 재판은 정의의 이름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죄상
을 심판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이전의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수준의 재
판만을 진행했을 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와 동등하게 다루지 않았다. 孫歌
(2006), 앞의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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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회를 놓친 것이다.

III  . 역사가 국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전후 동북아의 복잡한 지역 정세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지만, 결코 ‘정형
화’된 미소 양극체제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1960년대 말 중소관계 결렬로, 한

냉전 종식 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북아는 자본과 유행문화

미일 ‘삼각동맹’과 대치하는 북한, 중국, 소련의 동맹구도가 깨졌다. 독자적인

의 충격 속에서 비(非)이데올로기 방식의 ‘통합’을 실현했다. 이러한 통합으로

전략 파워로 부상한 중국이 1970년대 중미 및 중일관계 개선을 이루면서, 지

냉전 당시 동북아 각국의 상호 단절 국면에 변화가 일어나 경제 및 인적 왕래

역의 전략 균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양극대치에서 일

가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과거의 적대 및 갈등관계 또한 파편화되어 현실 속

초다강(一超多强)의 정치구도로 바뀌자, 냉전의 유산이 대부분 남아 있던 동북

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냉전시대를 돌

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사라지자, 동북아 지역구

아보면, 당시 동북아 내부의 긴장관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그 청

도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들어가는

산도 용이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 이러한 긴장관계는 더 풀어내기 어렵게

샌드위치 구조를 점차 형성했다.

바뀌었다. 과거 이데올로기적인 인식의 틀과 민족국가라는 분석의 틀로는 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근대 이후 동북아 각국은 서로 다른 발
전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다른 국가적 운명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

이상 지금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역사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

계열강이 된 일본은 화이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를 종식시키고 군국주
의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했다.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1. 경로 1: 현실 이익의 형성

전락한 중국은 여러 차례의 혁명을 거치면서 ‘개량된 일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철저하게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민족독립을 상실했고, 제2차 세계

동북아 지역의 제반 문제는 대부분 역사, 특히 전쟁의 역사가 남긴 유산이다.

대전 이후 다시 냉전을 배경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이러한 역사

즉 과거 특정 시점에 역사가 만들어낸 문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토 분

궤적의 차이는 사고방식과 인식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역

쟁으로, 전쟁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뀌

사와 현실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부터 작게는 원래는 같은 뜻의 한자 어휘가

면서 배태된, 러일 영토 분쟁이 전형적인 예다.

각국마다 점차 다른 의미로 바뀌어 읽히는 등, 구체적인 문화기호에 대한 이
해까지 폭넓게 존재한다.

게다가 역사가 만들어낸 영토 분쟁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실
의 전략적인 요인이다. 중일 도서 분쟁에서 미국이라는 전략 요인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회귀’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파워의 상대적인 약화를 감
안하여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자신의 중요
동맹국인 일본에 더 높은 안보 지위를 부여하고 더 큰 지역적 역할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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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부추김으로써, 일본을 중국과의 대결의 최전방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단절되면서 서로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궁극적 균형자’의

과거 수십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은 각각 전후의 상처와 식민지에서 벗어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중일관계에 구간변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고속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이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보호, 제공

에서 중국과 일본의 진정한 화해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 존재 기반 상실을 바라

자금 및 동맹국의 폐쇄적 경제에 대한 인내 등이 모두 압력으로 바뀌었다. 또

지 않지만, 동시에 중일 갈등이 통제를 벗어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한 일본과 한국 스스로의 주목할 만한 성장과 민족주의 그리고 나날이 복잡

것도 피하고자 한다.6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후반, 미국이 고이즈

해지는 냉전정치(중소관계 결렬, 미소관계의 개선, 중미 외교관계 회복과 닉슨주의 등) 등으로

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분명한 불쾌감을 표했던 것은 바로 후자와 같

인해, 이 두 동맹국은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더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게

은 고려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를 중일관계

되었다.7

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 정세의 균형을 잡는 전략적 ‘핸들’로 삼고 있다. 즉

침략전쟁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동아시아 각국과의 광범위한 이견

미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의존과 미일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동시에 이

은, 곧 근대사 이후 국가적 운명과 전략적 선택의 차이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용하는 전략으로,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강화된 해석을 통해 자국의 존재감과

전후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정책을 취했고,8 “미국의 눈을 통해 세계를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최종 결과물이 댜오위다오 분쟁의 장기화다.

보는” 사고의 관성을 길러냈다. 특히 현재 역사 및 영토 분쟁에 대한 자민당
아베 내각의 행동은 보수우익 세력의 편향된 ‘전후 국제질서의 관점’을 잘 보

2. 경로 2: 사고방식 및 행위방식의 형성

여준다.
① 전후 국제질서의 역사적 배경과 논리적 출발점을 무시한다. 제2차 세계

서로 다른 역사 경험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냉전 당시 오랜 ‘동반

대전 말기에 탄생한 ‘유엔헌장’은 전쟁에 대한 인류사회의 깊은 성찰을 담았

자’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 과거의 적군에서 우방

고, 추축국에 대한 청산, 징벌 및 제한을 통해 파시즘과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

으로의 재인식 과정을 완료했다.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는 일본의 보수우파

하려는 동맹국의 정의로운 의지를 담았으며, 이는 전후 국제질서의 주춧돌이

정치인의 역사관과 정치 신념에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다. 전후 일본은 ‘연합국(United Nations)’을 ‘국제연합’이라고 번역하면서, 과거

는 그러한 우려가 매우 부족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의 추축국 이미지를 희석하고 동맹국과의 적대관계를 지우고자 시도했다. 그

은 평등하고 대등한 교류가 거의 없었고, 게다가 전후에 장기간 상호관계가

6 楊伯江(2013), 「미국의 전략 조정을 배경으로 일본의 ‘전면 정상화’ 전망 분석」, 『日本學
刊』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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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린트 워커(Clint Walker), 「냉전구조와 구조변동」, 『外交學者』(홈페이지 2. 12).
8 전후 일본의 대미추종 외교에 관해서는, 외교관 출신의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가 생생
하게 기술한 바 있다. 淺井基文(1989), 『日本外交: 反省與轉换』, 岩波新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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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수우익 세력은 매우 기만적인 도취에 빠지게 되었다.
② 미국을 유엔과 동일시하면서, 미일관계가 곧 일본과 국제질서의 관계라

익을 우선시하면서 억제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전략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제
약이 사라지자, 억제되었던 갈등들이 분출되었다.9

고 확대 해석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근

둘째, 역내 각국의 역학 변화가 각 당사국의 전략적 심리의 변화로 이어졌

거로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후 국제질서의 법률적 기반을

다.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후 중국의 추월과 한국의 추격에 직면한 일본의

다진 것은 일본이 중국의 영토를 반환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판도를 제한한 카

경우, 전략적 초조감이 커지면서 대외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오늘날

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다. 일본 스스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1945

일본에서는 우익 진영뿐 아니라 ‘중도적’ 진영까지도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포츠담 선언의 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

주장한다. 또한 정상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최근 10년 사이에

다”고 명시하여, 자연스럽게 카이로 선언 이행의 의무까지 약속했다. 일본의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곧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6년 유엔 가입과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역시 모두 포츠담 선언 수용을
전제로 실현된 것이다.

현실 이익의 충돌 속에서 역사 기억이 재소환되면, 다시 점화된 역사 문제
는 현실 갈등을 한층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 갈등의

③ 전후 국제질서의 도의와 도덕적 측면을 무시한다. 국제질서의 구성요

공통점이다. “역사는 현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일단 현실 속에서 사

소에는 권력 분배와 제도 설계 등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행위 규범, 도덕 기준

건이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곧 역사가 되돌아온다. 일단 역사가

등도 포함된다. 전후 일본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와 냉전 당시 미국의 보호 속

소환되면, 정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소셜미디어가 고도로 발달

에서 ‘경제신화’를 실현하면서, 자국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주의적 입

한 오늘날, 중일 양국 사이에 더 이상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 같은, 일본과의

장을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3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밀’ 거래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다.” 10

“침략의 정의는 확실치 않다”는 발언은 인류 공동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건드
렸을 뿐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를 직접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략적 충돌’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심해서, 양국은 국가 목표, 지
정학, 지역 주도권 등의 측면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일본 민주
당 집권 당시 두 차례의 외교 위기가 중일 간에 발생한 것도 필연적인 결과였

3. 경로 3: 모든 현실적인 갈등에 동반

다.11 또한 역사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과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
쿠니 신사 참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현실 갈등을 부채질하는 역할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특히 해상 영토를 둘
러싼 일본과 주변국의 분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음과 같
은 현실 전략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냉전 당시 서구 진영 내부의 국가 간 갈등은 모든 것에 ‘진영(집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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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6년 4월 독도 해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함선 대치가 발생하여 자칫 무력충돌로
번질 뻔했다.
10 鄭永年(2013. 12. 31), 「중국과 동북아의 미래」, 『聯合早報』.
11 楊伯江(2012), 「일본 민주당 대외전략 방향 확립」, 『現代國際關係』 第10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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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1. 해상 영토 분쟁

특히 댜오위다오 문제가 그렇다. 이 문제는 국제법뿐 아니라 중일 양국의
외교적 신용 및 전략적 상호신뢰에 관련된 문제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동북아 지역에는 수많은 안보 문제와 충돌 지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우선적으로 역사 문제와 관

곧 복잡하고 첨예한 영토 및 영해 분쟁이다. 이 문제를 만든 역사 축적 과정과

련된다. 댜오위다오는 청일전쟁 당시 1895년 1월 일본에 빼앗긴 땅이다. 댜

현실 요인에서부터 손대는 것이, 문제의 기원을 밝히고 그 현실적 전개 및 미

오위다오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일부가 아니며,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중

래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라고 규정한 곳이다. 전후 미국이 류큐의 관할 범위
를 임의로 확대하고, 이어 1972년 류큐 문제 처리 당시 댜오위다오의 ‘시정

1） 러일분쟁

권’을 자의적으로 일본에 반환한 결과,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렵게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는 영토를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고 러시아는 ‘남

되었다.

쿠릴군도’라고 일컫는다. 이 분쟁의 기원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열도 교환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와 러시아가 점령한 쿠릴열도 북부를 상호 교환하였

IV  . 역사의 그림자 아래에 놓인 지역 현실

다. 1904년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은 러시아에 반환했던 사할린 남부를 빼
앗아왔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합의한 얄타협정은 “일본

냉전 종식으로 세계는 양극 대결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복잡다단한 시대가

이 1904년 신의를 저버리고 공격하여 파괴한 러시아의 과거 권익을 회복시킨

시작되었다. 장벽이 명확했던 두 진영의 대결과 ‘핵 평화’는 사라지고, 점점

다”, 즉 사할린 남부 및 부근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8

더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다. 역사와 현실이 서로 씨줄과

월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사할린 남부를 수복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날줄처럼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역사에

쿠릴열도 전부를 빼앗았다. 그 결과 남쿠릴군도의 쿠나시르(일본명: 쿠나시르섬·國

관해 동북아 국가 및 사회 사이에는 “지금까지도 감정과 기억의 현실적 기능

後島),

에 대한 명확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정과 기억에 대한 효

동안 점령해왔다. ‘북방 영토’ 문제는 일본과 소련(러시아) 양국이 오랫동안 다

과적인 청산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문제의 합

퉈온 중요한 현안이다. 이후 ‘북방 영토’의 해결은 러일 양국관계 및 국제정세

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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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분쟁

모든 도서를 박탈하여 만주(滿洲),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열도 등 일본이 중국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영토를 한국은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중국에 반환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1945년 7월

라고 부른다. 한국 측 견해로는, 일찍이 신라 시대(6세기)에 독도에 관한 기록을

26일 중국, 미국, 영국의 세 나라가 서명한(이후 소련 참여) 포츠담 선언에서 “카

찾을 수 있으며, 조선 성종 재위 시절(1471~1481년) 우산도(于山島)라 부르던 독

이로 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재천명했다. 1972년 미국

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였다. 또한 1667년에 일본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

이 일본에 류큐열도의 시정권을 ‘돌려줄’ 당시 댜오위다오 등의 도서를 반환

記)』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고, 1896년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조

범위에 넣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일 국교

선국교시말내심서(朝鮮國交始末内深書)』에 독도가 조선에 속한 영토라는 분명한

정상화 회담 당시, 중일관계라는 큰 틀을 위해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기로 암

기록이 있다. 일본 측 견해로는, 17세기 초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던 일본 어

묵적으로 합의했다.

민이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당시 이 섬은 무인도였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옛 이름 마쓰시마(松島)를 다케시마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시

2. 민족주의의 대립

마네현(島根縣) 관할에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의 주변 지역을 정치·행정적으로 분리하는 결정서(통칭 SCAPIN

동북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역

발표했는데, 그 3조에 독도를 주한미군 관할로 이송한다고 했다. 같

사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모두 민족주의가 고

은 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3조는 “앞으로 일본의 선박과 승무원은

조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 세기에 걸친 근대화 과정에서 동북아 각

북위 37°15′, 동경 131°53′의 리앙쿠르암초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해서는

국은 처음에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중에는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세례

안 되며, 이 섬에 대한 어떤 형식의 접근도 불가하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

를 받으면서, 지역구도 내에서 자국의 국력이 요동칠 때마다 민족자긍심도 함

했다.

께 부침을 겪었으며 민족정서의 함의 역시 풍부해졌다.

제677호)를

중국과 일본이 현재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영토는,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

본래 화이질서 속에서 지역을 주도했던 중국의 경우, 적어도 청 말까지는 충

부르고 일본에서는 센카쿠열도라고 부른다. 일찍이 중국 명나라 당

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100년의 굴욕을 겪으면

시 댜오위다오에 대한 역사문헌 기록이 있다. 1894년 청일전쟁 이전까지, 일

서 자긍심은 우환(憂患)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민족주의는 냉전 종식을 전후하

본은 중국이 보유한 댜오위다오 주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청

여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중국 민족주의가 부활한 원인은 “주로 정부 공식 이

일전쟁 이후 일본은 청의 패전을 틈타 1895년 1월 댜오위다오를 차지했다.

데올로기의 약화 및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에 따른 민족자긍심의 부상 및 근대

1943년 12월 중국, 미국, 영국의 세 나라가 서명한 카이로 선언은 “삼국의 취

의 굴욕적인 역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기억 및 네트워크의 출현 등이

지는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시작 이후 태평양에서 빼앗거나 점령한

다. 다시 말해 공식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족주의가 중국인을

(釣魚島)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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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시키고 응집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12고 정리할 수 있다.

도 하다. 민족감정이야말로 영유권 분쟁이 시시때때로 불거지도록 만드는 동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것은 근대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력인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 안보 대화 및 협력 기제 그리고 통합 정체성

일본의 국가주의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치명타였다. 일본의 민족주

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가 담고 있는 민족우월감은 심지어 일종의 민족치욕감으로 바뀌었고, 일

경향을 띤다. 또한 국가 역시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민

본 사회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족주의에 의존하며, 민족주의 정서를 건드려 자신의 정통성을 약화시키지 않

1990년대부터 경제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국내 이익집단의 견제 속에

으려 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모든 사건은 민족주의 정서로 물드는 과정을

서 경제의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못했다. 경제 성장이 사회에 제공하던 완충공

거쳐 국가주권의 문제로 격상되며, 정권 교체의 도화선 또는 국가 간의 마찰

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의 대외정책은 국내 정치구도에 얽매이게 되었고,

과 갈등 요인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할 잠재적 가능성을 갖

경제혁신이 결여된 정부는 자연히 민족주의의 목소리와 타협해야만 했다. 그

게 된다.14

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은 대부분 경제 성장의 수요
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민족감정의 표출일 뿐이다.13

3. 안보기제의 부재

60년의 분단을 겪으면서 역사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한 민족이 2개의 민족
주의를 형성했고, 이 두 민족주의는 모두 분단이라는 운명에 기원을 두고 있

아시아 기타 지역, 예를 들어 동남아와 비교해보면,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는

다. 또한 1960년대부터 한국은 30년에 가까운 ‘한강의 기적’을 창조했지만,

전반적으로 복잡한 편이며, 전략적 경쟁 역시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동남

1990년대 후반의 세계화 물결, 특히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

아의 경우 중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역외 강대국들은 아세안(ASEAN)의 틀 속에

격을 입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과도한 간섭은 한국 민중

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에 지지를 보낸다. 비교적 성숙한 지역조

의 자존심을 훼손했고 민족주의를 야기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직으로서 아세안은 이미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했고, 강대국과의 관계 측면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제환경 속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한국의

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 등 동남아 지역의

민족주의적 자신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더

사실상 민족감정이라는 요인이 동북아 영유권 분쟁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큰 동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동북아의 상황은 다르다. 아직까지 주도적인 역량이 형성되지 않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다강(多强)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

12 張東寧(2014), 「동북아 민족주의와 지역 안보 정세」, 『國際安全研究』 第1期.
13 張東寧(201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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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협력과 대결이 모두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댜오위다오 및

이는 또한 미국이 냉전 당시 형성된 지역 동맹구조를 계속 고수하도록 만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장기간 불안 요인이 될 것이며, 또한 위기를

는 요인이다. 하지만 사실상 작금의 동북아 안보의 현실과 괴리되어버린 미국

유발하거나 심지어 전쟁으로 격화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동북아

의 냉전 동맹구조는 이제 동북아 지역 긴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이

는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그림자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반

치는 다음과 같다. “냉전 종식으로 동맹구조 형성 초기의 논리적 기반이 되었

대로 냉전은 여전히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

던 조건은 사라졌다. 즉 글로벌 지역 전략과 정치경제적 대치가 그것이다. 하

맹은 이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 요인의 역할을 한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 없이

지만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와 동맹구조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는, 특히 중국의 협력 없이는, 한미일이 지역 안보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

유라시아 대륙에 또 다른 지역 패권국(즉 중국)의 출현을 피하고자 하는 미국의

고 전략적으로도 상대적인 무질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명확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매우 모순된 양상이

에 기대 동북아 안보 이슈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경향성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통합의 진전이고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안보 딜

있다.

레마이다. 그 사이에서 서울과 도쿄는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동반자와 함께

2010년 2월 오바마 취임 이후 첫 4개년국방전략평가보고서(QDR)는 다음

묶여 있지만, 동시에 변화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15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아시아·태평양

해상 영토 분쟁에서 지역 안보 이슈로, 다시 ‘민족주의적인 대립’까지, 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국제체

북아 지역에서 안보기제 부재의 잠재적 위험성이 명약관화하다. 동북아의 특

제를 재편할 것”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주역을 담당하는 동시에 주요 동맹

수한 역사 발전 맥락과 지정학으로 인해, 민족주의의 함의와 ‘국가’가 긴밀하

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게 연결되었고,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이 상호의존하게 되었다. 민족감정이 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사적인 조약 동맹은 여전히 미군의 존재 기반이

경을 넘는 정치 의도를 생성할 때, 국가와 정부의 힘을 빌려 요구를 실현하고

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계획을 집행하

자 한다. 이렇게 주권국가를 통해 민족감정을 드러내는 현실은 동북아 지역의

면서 양자·지역·세계 층위에서 동맹의 요구를 공유하고 공동 억제 및 방위

무정부상태를 강화하고, 민족주의 정서가 끼어든 안보 관련 정책 결정 역시

능력을 증강한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가가 안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딜레마’ 탈피를 어렵게 만든다. 사실상 지금 동북아에서

분야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제고하여”, “지역 정규 및 다자간 안보협력에서 더

는 민족주의 정서가 내뿜는 거대한 에너지가 사회 여론과 외교정책을 통해 끊

큰 역할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오스트레일리아 의

임없이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가하고 있다.

회 연설에서도 “일본에서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지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
고 밝혔다.
냉전의 역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신뢰의 결핍을 초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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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는 과제 하나가 아니었다. 역사 문제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해
상 영토 문제는, 각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잠재적 요인이다. 1999

동북아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한중일 협력’을 출

년 이후 한중일 협력 프로세스의 파행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2003년 제

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특수한 ‘지역 사정’ 및 동북아에서 한

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협력추진 공동성명’은 세 나라 지도자

중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른 것이다. 세 나라의 인구는 동아시아 인구의

가 3국 협력에 대해 발표한 최초의 공동문서로, 3국 협력의 원칙과 분야를 처

74%와 세계 인구의 22%이며, 세 나라의 경제 규모도 동아시아 경제 규모의

음으로 명시했다. 2004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

90%와 세계경제 규모의 20%에 이른다. 무역 규모 역시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계획’을 채택하여, 각 분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

각각 70%와 20%를 차지한다.16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한

획이 나왔다. 이렇게 세 나라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지만,

중일 지도자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10+3) 정상회의 기간에 조찬회

2005년 제7차 3국 정상회의가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

를 갖고 한중일 협력 프로세스 가동에 합의했다. 2008년 한중일 정상이 처음

배 강행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 간에

으로 ‘아세안+한중일’ 기제와 별도로 회담을 가지면서, 이를 기점으로 3국 협

댜오위다오 해역 불법 나포사건 발생 후 일본 측이 ‘일본 법에 따른 사건 처

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정상 차원의 3국 협력은 관련 분야가

리’를 강행하면서, 같은 해 10월 하노이 동아시아 연례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

광범위하고 제도화의 수준도 높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동북

되었던 중일 공식회담이 무산되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9월 일본의 댜오

아 지역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기 위한 주요 채널로 삼아야

위다오 ‘국유화’와 2013년 12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

한다.

해 중일관계가 경색되면서, 한중일 3국은 3년 동안 정상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1） 정치 지도자는 고도의 역사적 책임감과 정치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중요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정치 문제와 역사 요인이 3국 협력과 동북아 지

고도 민감한 문제들을 신중하면서도 적절하게 처리하여, 지역 협력의 진전을

역 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처리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야말로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네 가지 정치문서의 핵심 내용으로, 한중일 양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복잡다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

자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중일의 3국 협력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다. 2010년

후 이 지역의 당면 과제는 식민 유산의 처리라는 과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5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협력 비전 2020’에서 “우리는

었다. 또한 냉전 이후, 이 지역의 당면 과제 역시 단순히 냉전 유산의 처리라

미래 지향적이고 역사를 직시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3국 관계가
선린우호, 상호신뢰, 전면협력, 호혜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

16 http://www.gov.cn/jrzg/2012 -05/09/content_21334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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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17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더욱 강력한 역사적 책

(shared history)’를 써낼 수 있다.

임감과 정치적 감수성을 갖추고,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국제 정의와 지

이를 기반으로 세 나라는 인문외교(인간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대외 문화 교류 활동)에

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역사 문제 및 역사와 관련된 대외관계 관련 주요 사

힘써야 한다. 현재 국가관계에 대한 문화 요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

안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도의(道義)

며, 인문외교의 강력한 힘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인문외교를 추진하기 위

나 전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의 도덕적 기반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한 기반으로,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

나아가 동북아 지역 협력의 순조로운 진전 여부와 직결된다.

다. 물론 3국 간에는 일부 역사 어젠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일례로 화이
질서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질서는 분

2） 미래와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역내 국가관계를

명 고대 동아시아에서 문명을 전파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

파악하며, ‘큰 역사’에 입각하여 현실관계에 대한 역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을 했다. 역사적으로 화이질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3국이 이토록 풍부

흡수·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한 문화적 연관성과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최근 한중일 인문 교류가 활발하

한중일 3국은 근대 이후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다른 운명을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훌륭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겪었다. 중국이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사회가 되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배후에는 여전히 상호 불신과 의혹, 나아가 교류의 불

전락한 반면, ‘탈아입구(脫亞入歐)’로 세계열강이 된 일본은 군국주의 대외침략

평등과 같은 제반 문제 요인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문외교를 지속적

의 길로 들어섰다. 냉전 당시,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한 중국과 한일 양국은 서

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

로 왕래가 끊어졌고 심지어 맞서 싸우기도 하는 등, 오랫동안 교류가 중단되

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었다. 기나긴 냉전의 와중에 한중일 3국은 국내 사회·정치 분야뿐 아니라 대
외관계 측면에서도 각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다. 이러한 ‘단절의 역사’는

3） 지역 협력 심화라는 큰 방향성을 틀어쥐고, 중요한 어젠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 나라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들었고, ‘동병상련’의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

분야와 주체 그리고 방식으로 한중일 간의 전략적 대화를 추진한다.

하게 가로막았으며, 그 결과 상호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결여하게 되었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에 최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식이나 이데

다. 따라서 역사 문제에 대한 3국의 공동연구는 고대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근

올로기 문제 또는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

대사와 현대사로 확장해야 한다. 일치된 관점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해도, 최

인 국가이익의 충돌이 그 출발점이다. 기존의 국가 역량의 균형에 뚜렷한 변

소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공유하는 역사

화가 생기면서, 이를 배경으로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에 구조적인 변
화가 태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3국의 관계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17 http://www.gov.cn/gzdt/2010 -05/30/content_16166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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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 중일관계를 예로 들어 보자.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중일관계에

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중일 협력 비전 2020’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 비

대해, 사람들은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지나

전에 따르면, 3국은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3국 방위사업이나 군인 교류·협력

치게 단순한 시각으로 그 향방을 점치곤 한다. 사실 과거 중국과 일본의 100

추진 등 ‘3국 방위사업 대화 기제’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19 이

여 년, 심지어 1000년에 가까운 엇갈린 발전부터 1990년대 이후의 동시적 부

러한 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

상(정치대국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경제대국 일본의 정치적 부상)까지, 자원 요소와 지역 주도

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안보기제의 형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매개

또한 한중일은 3국 지역정책 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1년 5

로 하고 지정학적 각축과 경쟁과 협력 사이의 줄타기를 형식으로 하는 ‘구조

월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3국 아시아정책 협의를 제안하자, 한

적 갈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고이즈미 재임 시절과 2012년

일 양국은 이에 화답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2012년 3월 베이징에서 제1차

9월 이후 집중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한중일 아시아정책 협의가 진행되었다. 3국 고위급 인사는 아시아 지역정세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이 협력을 지속할 때 비로소 도전에 효과

와 세계 및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아시아정책에

적으로 맞설 수 있으며, 협력의 심화에 매진할 때 비로소 자국과 동북아 지역

대한 자국의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3국은 아시아정책 협의를 통

의 찬란한 미래를 쟁취할 수 있다.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물을 거

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발 빠른 의견 교환 및 조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국

말이 있다. 우선, 3국은 동북아 지

은 협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역내 문제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역 질서의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색하기로 합의했다.20 이러한 중요한 대화 채널의 조속한 복구 여건을 마련

은 유럽과 같은 ‘전형적인 냉전구조’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 한중일이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할 방안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야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 동맹구조 역시 지역 안보 과제에 효과적으

말로 목전의 과제일 것이다.

슬러 배를 젓는 것처럼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적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에는 당사자
들끼리 안보 대화를 진행하고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국
을 포괄하는 지역 차원의 제도화된 틀이 구축되지 못했다. 안보 분야에서 미

4） 한중일 통상·투자 및 물류 협력을 조속히 추진하여, 동북아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시킨다.

국의 일본 종용 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 목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뿐 아

한중일 정상회의 기제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것은 우연이 아

니라 역내 갈등을 오히려 격화시켰다.18 한중일 3국은 2010년 5월 제3차 정

니다. 실질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의 위

18 楊伯江(2014), 「미국 안보 ‘종일’ 정책의 내재적 모순 및 지역전략 영향 평가」, 『日本學
刊』 第6期.

19 http://www.gov.cn/gzdt/2010 -05/30/content_1616696.htm.
20 http://www.gov.cn/jrzg/2012 -05/09/content_21334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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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은 아시아 내부 통상 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활용하여, 동북아 운송물류망을 형성함으로써 완벽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경제 규모로 보나 무역총액으로 보나 한중일 3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의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21

주요 주체로 성장했지만, 주요 수출시장은 여전히 아시아 밖의 경제주체에 과

세계로 시야를 넓혀 보면, 동북아 지역 협력과 한중일 3국의 협력 과제는

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경제가 구미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또 한 번 절호의 전략적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러시아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경제 성장의 주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중일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립하면서 힘겨루기 중이고, 중동 정세도 어지럽다. 미

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역내 시장을 형성할 경

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에 실질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우,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상황이다. 이는 9·11 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돌아보면, 2001년

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일조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

이후 미국이 국제적인 대테러전쟁에 골몰하면서 아시아에 신경 쓸 틈이 없었

과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4년 11월 한중 FTA 실무 협상

던 10년은, 공교롭게도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거두고 한중일

이 종료되었다. 양국은 2014년 말까지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을

3국이 ‘10+3’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별도의 정상회의 기제를 마련한 황금시

완료하고, 2015년 초에 양국의 관련 부처 장관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

대였다. (번역: 도희진)

다. 이렇게 한중 통상협력이라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한중일
FTA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 프로세스의 앞날
에도 순풍이 예상된다.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의 3대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는 ‘전방
위적 상호 연결과 인프라 건설 강화’로,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계획이 세
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과 같이 날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하나의 상품은 여러 나라에서 제작·가공된 후 완성되
며, 국가 간 상품 이동 속도와 효율이 한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
는 경우가 많다.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각국을 연결시키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일찍이 ‘한중일 협력 비전 2020’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3국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물류 시스템을 갖출 경우, 세 나
라의 상품 원가 절감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일 운수 및 물류 장관회의’ 기제와 양자 간 정책 대화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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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다. 건국 이후에 출생한 신 지
도부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1 대외적으로는 부상한
중국에 부합하는 세계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가발전,
민족존엄, 인민행복을 포함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해석할 수 있다.2 특히
시진핑 체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022~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시
기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중국이 내세웠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내외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이희옥(李熙玉)
중국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장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성균관대학출판부, 2014), 『북중관계 다이제스트』(다산출판사,
2015), 『The Search for Good Democracy in Asia』(Manak Publishers, 2015), 『中韓關係的
再構建』(中國經濟出版社, 2016).

이러한 ‘중국의 꿈’에 대해 비관적 현실주의자들은 부상한 중국이 힘을 바

1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news.xinhuanet.com/
politics/2013 -11/15/c_118164235.htm(검색일: 2013. 12. 2).
2 中共中央對外聯絡部硏究室(2013), 『中國夢與世界』, 北京: 外文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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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강화하면서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3

러나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시대적 추세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움직이고 있

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이 야심, 매력적 이념, 정치적 호소력, 지

고,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

정학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20세기 미국이 지녔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은

국외교를 구축해야 하며, 미중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력적 중국(cooperative China)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4

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014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 외교는 하나의 정형화된

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혔다.9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좀 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5 또한 국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전

제사회에서의 담론력(power of discourse)을 강화하고 있다.6 최근의 변화라면 일

부를 걸고 경제·외교·군사적으로 태평양을 주도하는 데 관심과 자원을 투

본의 수정주의 외교에 대응하는 정체성 외교(diplomacy of identity)가 강화되는

자” 10하고 있고, 일본도 미일동맹에 편승하여 전후 질서를 변경하는 ‘보통

가운데, 아시아 중시 노선,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 강대국 외

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민족적 자부심(national

교가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강한 중국’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예외주의

정책에 대한 반균형(counter -balancing)을 강화하면서 제기한 신형대국관계7와

(American exceptionalism)에

함께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핵심으로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이

리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도 이

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8

를 대체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11

pride)이

고조되면서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과거와 달

이러한 경쟁은 동아시아에서도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배경이 되고 있

물론 신형대국관계는 여전히 진화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

다. 여기에 영토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처리 문제, 집단자위
3 Aeron Friedberg(Fall 2005), “The Future of U.S -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4 William W. Keller and Thomas G. Rawski(1997), “China’s Peaceful Rise: Road
Map or Fantasy”, China’s Rise and the Balance of Influence in Asia, University of
Pittsburger Press, pp. 193~207.
5 중국 외교정책은 단일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수주의(nativism)에서 국제주
의(globalism)에 걸쳐 넓게 분화되고 있다. David Shambaugh(2011), “Coping with a
Conflicted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4, No. 1.
6 趙啓正(2011), 『公共外交與跨文化交流』,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90~99쪽.
7 杨洁勉(2013), 「新型大国关系: 理论、战略和政策建构」, 『国际问题研究』 3期.
8 중국의 주변외교에 대한 간단한 분석으로는 리청르, 「중국 신지도부의 주변외교전략과
동북아 질서」, 『성균차이나브리프』 2권 3호(31호), 66~72쪽; 위샤오화, 「친선혜용의 이
념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성균차이나브리프』 2권 3호(31호), 73~79쪽; 한석희, 「중
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2권 3호(31호), 80~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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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문제, 정보보호협정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방공식별구역 문
제(ADIZ), 미사일 방어체제(MD)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동아시아 3국

9

이 회담에서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镜鉴历史], 높은 곳에서 문제를 살핀다[登高望遠],
상호존중과 상호신뢰[要互尊互信], 호혜공영(互利共赢)을 강조했다. http://news.

xinhuanet.com/world/2012 -02/14/c_111522525.htm(검색일: 2013. 10. 4).
10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연세대학교 연설 참고. 『중앙일보』(2013.12. 7).
11 Chas W. Freeman, Jr(Fall 2012), “China’s Rise and Transformation: Towards
Pax Sinica”, Washington Journal of Modern China Vol.10, No.2, p.33; Zhang
Feng(2011. 9. 21), “The Rise of Chinese Exception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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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 정치를 동원하고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이

II  . 한중관계의 외부 환경

고 합리적인 자유주의 공간은 크게 위축되었고 모든 외교안보적 사안을 하나
의 틀로 접근하는 과도한 일반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동아시아 협력, 동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의 통합담론은 현실정치 밖으로 밀려났고, 동아시아

paradox)

3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자였던 아시아인들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여러 영역에서 자신만의

일 정상회담이 상당 기간 개최되지 못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도 나타

방식으로 혁신을 통해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서구

났다.

도 이러한 추세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

현상12이 심화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역사의 방관

더구나 문제는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불신의 프레

다.13 실제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힘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다양한 행위자들

임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상위정치(high politics)

이 등장하면서 단일 행위자가 단일한 수단으로 국제질서를 통제하는 것은 불

만으로 이 과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것은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에 대

가능해졌다.14 따라서 중국의 부상도 서구의 축제에서 제공하는 오르되브르

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며 무엇보다 동아시아 ‘공론장’을 새롭게 복원해야

(hors–d'oeuvre)와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학문 간 대화를 습관화하고 필요한 경우 국

추구하고 있다.

같이 서구화를 향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15 독자적인 모델을

가와 시민사회를 분리하는 접근을 시도하며,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있으나 불확실성도 그만큼

하고 인문 교류를 통한 협력의 토대를 공고화하는 한편 국가이익을 지역이익

크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이후 동아시아에는 미국이 자유주의 규범(liberal

(regional interest)에

norm)을

양도하면서 동아시아 협력을 모색하는 대담한 발상도 필요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대안의 가치와 규범을 만

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한중일이 단순하게 공생(共生)하는 질서를 넘어

들지 못하고 있다.16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규범 부재가 나타나고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높여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협생(協生)의

있고, 여기에 미중 양국의 상호 인식이 변하면서 이익의 중첩도(intersection)가

질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한중관계를 평가하고 이 문제를 동아시아 협력 속에
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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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2014),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오름출판사.
13 Kishore Mahbubani(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Asia, New York: Public Affairs.
14 Richard N. Haass(May/June 2008),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Vol. 87, Issue 3.
15 마틴 자크, 안세민 역(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549쪽.
16 이에 대한 동아시아 안보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 李熙玉·于婉瑩(2014), 「均衡’
的東北亞國際關係與半島安全結構」, 『東北亞論壇』 4期, 8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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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위 국제질서와 주요한 행위자들의 안보자율성

수준이 2023년경에야 미국의 절반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다.20 더구나 중국은

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영토와 관할권 분쟁,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해상수송

기존 성장주의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중진국 함정과 체제전환의

로 확보를 향한 치열한 경쟁은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져온 측

함정이라는 ‘2개의 함정’을 극복하는 등 국내 정치의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

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 내 개별 행위자들도 미국과 중국에 일방적

해야 하는 상황이다.21

으로 편승하는 부담이 늘고 있고, 헤징(hedging)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국력을 동아시아 수준에서 보면 사실상 미중 공동통

있다.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는 새로운 자조체제(self help system)와 탈구조적(less

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22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structured)

안보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17

다만 중국이 부상했으나,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전이

을 적극적으로 투사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현행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화될 가능성은 중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 실상 중국 부

적응, 반테러·인도주의적 재난구조·식량안보·환경 문제 등 공공거버넌스에

상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이미지와 실체(substance)가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

서의 더 많은 공헌, 아프가니스탄·중동·남아시아·동북아 문제에 대한 건설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 중반 명목 GDP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지만, 이것

적 역할,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공진(co -evolution)을 요구하고 있다.23

(power transition)가

이 곧바로 종합국력의 차원에서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도 대미인식이 변하면서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

실제로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 중위인구(middle age)의 질, 에너지, 소프트

편 중국의 관심 영역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파워 등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면서 기준권력(default power)을 유지하고 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

다.18 중국 스스로도 기존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기

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안보 역할을

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도 높다. 비록 세력전이가 나타

지지하는 등 ‘강한 일본론(proactive Japan)’을 수용한다고 믿고 있다.

난다고 해도 평화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19 중국 스스로도 종합국력의

17 Stephan F. Szabo(January 2011), “Welcome to the Post–Western World”,
Current History, p. 10. 비록 이러한 질서가 과거와 같은 냉전은 아니지만 뜨거운 평
화(hot peace)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 Richard K.Betts(Fall 2012), “From Cold
War to Hot Peace The Habit of American For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7, No 3, pp. 353~368.
18 Joffe, Josep(Sep/Oct 2009),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5, pp.21~35.
19 Zhu, Zhiqun(2006), US - China Relations in the 21Century: Power Transition and
Peace, New York: Routledge,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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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미중관계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일관계나 일본 문제에 대한

20 옌쉐퉁에 의하면 [종합국력=정치력×(문화력+경제력+경제력)]으로 도식화했다. 閻學
通(2013), 『歷史的慣性』, 北京: 中信出版社.
21 이희옥(2014),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0~177쪽.
22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쇠퇴, 타이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추
세로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 문제를 관리하는 현상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David
Shambaugh, ed.(2005),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p.1~19.
23 金燦榮, 劉宣佑, 黃達(2013), 「美國亞太再平衡戰略對中美關係的影響」, 『東北亞論
壇』 22卷 5期,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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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이러

한다” 26 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

한 미중관계가 가져온 질서의 변화가 중일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관계에도 영

치가 여전히 중요하고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견제, 타이완 문

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미중관계와 중일

제에 대한 지속적 지지, 북한 결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 그리고 한미일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미중일의 정립(鼎
立)구도 속에서 대중국 견제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III  . 중국의 핵심이익 강화와 한중관계

통과 등 보통국가를 향한 공세 외교는 이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국가이익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으

고 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사실상’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면서 양

로 중국의 핵심이익(core

보가 불가능한 안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협과 협상이 어려운 일종의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24 이와 함께 미국

다. 더구나 영토와 역사 문제는 정상외교(sense

과 동맹 파트너의 결속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중의

티즌 등 여론의 동향과 지도부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감정외교(sensibility in

하나는 높은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파트

diplomacy)의

너를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다. 즉 미국의 핵심적인 린치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고조된 중일 분쟁은 시진핑

핀(linch -pin)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결박(tethering)의

체제와 아베 내각의 정체성의 외교와 감정외교가 맞물리면서 중재자가 없는

일환으로 한중관계를 강화했다.

일종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통해 주변 국가인 한국을 운

interest)은

양도 불가능한 것이며, 일단 설정되면 타
security)의

특징을 지닌

in diplomacy)보다는

국내의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쟁화되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최근

중국도 일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중 간 전략적 불신(strategic

명공동체로 간주했고,25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새로운 지역 및 국제정세의

mistrust)

심각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더욱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선택’하고자

익을 처음 제기할 때는 타이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주권, 안전, 발전

속에서 핵심이익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에서 핵심이

의 이익을 옹호한다” 27는 외교적 범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후 핵심이익

24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주동하고 유소작위(有所作爲)”하는 방
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賀凱(2013), 「中國外交向有所作爲轉型」,
『世界知識』 14期, 57쪽.
25 http://news.xinhuanet.com/2013 -10/25/c_117878944.htm(검색일: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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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앙일보』(2014. 5. 29).
27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Washington D.C: 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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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이완, 신장-위구르 지역, 내몽골 지역을 포함한 지리적 변경(geographical

진타오 시기에 “중국이 핵심이익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치적 수사(rhetoric)가

frontier)을

넘어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중국의 『외교백서』에는 “국가

강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어떤 국가도 중국이 핵심이익을 바꾸거나 주권·

주권, 국가 안전, 영토 완성, 국가 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안보·발전의 이익을 저해하는 나쁜 열매[惡果]를 삼킬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사회대국(大局)의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적인 보장” 28이라

된다” 33고 밝히면서 정치적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국

고 다시 정의했다.

방력 증강과 중국군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해양안보를 강화했다. 시진핑 주석

이와 함께 중국은 핵심이익을 존중받고자 하는 외교적 태도를 더욱 분명히

은 이미 중공중앙정치국 8차 집체회의에서 해양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를 사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랑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지만, 결코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

는 것을 강조해왔다.29 2012년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은

라고 강조했다.34 이것은 시진핑이 취임 직후 해양안보의 최일선인 광둥(廣東)

이 지역에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더구나 2013년 미

군구와 하이난(海南)의 해군기지를 방문하면서 강력한 군대 건설의 필요성을

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확인한 중국은 이

역설했던 연장선상에 있었다.35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고 미국과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

물론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핵심이익관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

일관계의 해법을 둘러싸고 마오쩌둥 시기의 자위, 승리, 휴전원칙[有理, 有利, 有

다. 즉 미국의 개입주의적 태도와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대응, 중일 간

節]을

언급하기도 했다.30 2013년 4월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

영토 분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통해 난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싼 동남아 지

에 답하면서 “댜오위다오도 핵심이익이다” 31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것이

역의 분쟁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 표명, 개별 협상을 통해 지역 내 어떤 세력도

공식적인 외교 ‘노선’은 아니지만, 중국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32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분할과 정복’ 요소 등이다.
향후 문제는 중국이 댜오위다오나 난사군도를 명시적으로 핵심이익으로

특히 시진핑 시기에는 핵심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조되었다. 후

간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파국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유보적
28
29
30
31
32

http://www.chinanews.com/gn/2011/09 -06/3308862.shtml(검색일: 2013. 10. 9).
『環球時報』(2011. 1. 21).
『環球時報』(2012. 9. 18).
http://www.xilu.com/20130428/news_938_350550.html(검색일: 2013. 12. 1).
중국이 공식적으로 난사군도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3월
상순 중국을 방문한 스타인버그(Steinberg) 등과의 면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中國首次向美明確表態:南海是中國核心利益」, 『環球時報』(2010. 7. 4);
Asia Times(2010. 10. 5).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왕지스도 난사군도를 핵
심이익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no official authorization)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ang Jisi(Mar/Apri 2011),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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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이고 있다.36 미국의 개입이나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수정주의적

33
34
35
36

http://news.163.com/13/0130/02/8MEDFFQI00014AED.html(검색일: 2013. 12. 1).
http://cpc.people.com.cn/n/2013/0731/c64094-22399483.html(검색일: 2013. 12. 3) .
China Daily(2013. 4. 12).
중국의 아세안 정책은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나, 필리핀은 제외되어 있다. 시
진핑 주석의 동남아 순방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순방국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에 필리핀이 빠져 있다. 개별 방문이나 보아오 포럼, 광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중국-아세안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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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설치한 것은 이를 반영

IV  . 신형 한중관계로의 진화

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도 주변의 해

1. 한중관계 전개 과정

상경계 획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주로 관할권의 문제에 속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을 겨냥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

과정에서 이어도를 포함시켜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37 일각에서는 향

안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관계를 구

후 중국이 한반도 주변 지역도 핵심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

축했다.39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20년 동안 1992년 전후로

나,38 한반도는 한국과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점에서 이 지역을 명

수교한 그 어느 국가들보다 양적·질적 관계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1992년 노

시적으로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태우 정부와 장쩌민 정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장쩌민 정부 사이에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양국이 처음으로 동
반자(partnership) 외교의 틀 속에서 작동하면서 관계가 격상되었다. 2003년 노
무현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는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
계로 확대 발전시켰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전략관계’로의 격상은 비단 양자관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정상이 한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던 것을 고려
하면 이례적이다.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제10차 중국–아세안 박람회 참
가를 추진했으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국제중재재판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내
세우면서 무산되었다. 중국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면서도 필리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남중국해 문제, 미국과의 군사관계 강화 등의 원인이 있다. 필리핀은 미군에 마닐라 북부
수비크만 해군기지 등의 개방 의사를 밝히는 한편 미국, 일본과 수시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아세안 외교에서 ‘필리핀 고립’ 전략으로 표출
되고 있다.
37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2009년 이후 7년 동안 단절되었던 해상경계 획정 문제를
2015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조선일
보』(2014. 7. 4).
38 “황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핵심 지역으로 수탉의 목구멍과 같이 국가의 생사존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環球時報』(2010. 7. 9); 石齊平(2010), 「什么是核
心利益」, 『中外管理』 8期,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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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3년에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전략관
계의 내실화에 합의하고,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인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한중 FTA 타결을 위한 노력, 인
문 교류의 활성화 등을 담았다.40

39 한중관계 20년의 총론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희옥·차재복 편(2012), 『1992~2012 한중
관계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18~22쪽 참조.
40 이희옥(2014. 7. 16), 「한중관계,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고 지속가능할 것인가」, 『동아시
아정책논쟁』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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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표 1> 한중관계 발전 과정  
구분

시기

선린우호관계

1992

협력동반자

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2003

2008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2014

중국

한국

개혁개방정책, 경제적 보완 북방외교,
성, 대(對)타이완 압력

국제지위 확보

책임대국론, 미국의 일방주 햇볕정책,
의 견제 필요, 다극화

평화부상, 6자회담
한미동맹 견제, 조화외교,
소프트파워

경제협력
북핵 문제해결
균형자외교
한미동맹 중시

대미경사 방지, 한반도 비 중국 역할론,
핵화

북한 비핵화

특징
노태우-장쩌민

실무급인 수많은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한 실무적인 교류와 차관급 전략 대화
가 정례화되었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양국 관계의 가장 예민한
영역이었던 군사·국방 방면의 교류도 물꼬를 터 국방차관 전략 대화는 물론

김대중-장쩌민

이고 인사 교류, 정책실무 교류 및 연구와 교육의 기타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했다.

노무현-후진타오

문화적으로는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인원 650만 명에 달하며, 매주
이명박-후진타오

수십 곳의 도시에서 83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그리고 방중 규모
가 방한 규모를 압도했던 현상은 중국의 부상으로 역전되었다. 중국에 상주하

박근혜-시진핑

*	출처: Lee Heeok(September 2010), “China’s Policy toward (South) Korea: Objectives of
and Obstacles to the Strategic Partnership”,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3 수정 보완

는 한국인 수는 약 70만 명에 달했고 그 결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이미 ‘코
리안타운’이 형성되었다. 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약 6만 명이고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도 약 7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양국 유학생 규모는 해당 국가에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중 간 양자관계를

이러한 한중관계의 성과는 무엇보다 경제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중시하면서도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단위로 하

말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2,345억 달러로 수교 당시에 비해 40배 이상 증가

는 새로운 한반도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즉 과거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동

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수출국,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한국도 중국의

시에 발전시키는 등거리외교가 아니라, 신형대국 외교에 기초한 새로운 미중

제3의 교역국이자 4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

관계, 동아시아 지역전략, 중일관계와 북중관계라는 복합적 그물망 속에서 한

재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 그동안 한국 경제

중관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1

의 성장은 중국 경제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도 보완적 성격을 지닌 한중 교
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이른바 윈-윈관계를 구축했으며,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타결했다.
정치적으로는 2014년 7월 현재 약 60회 이상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특히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대화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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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인식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잘 드러난다. Lee
Hee -Ok(2014. 7. 16), “South Korea–China Relations, What has Changed and
What will be Sustained?”, EAF Policy Debates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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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
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새로운 한중관계의 변수는 중국이 한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점을 재천명했다.” 45 특히 이례적으로 중국은 명시적으로 특정 정부의 외교정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내정불간섭’과 ‘북중관계’

책인 ‘평화와 번영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라는 요인이 있으나, 수교 이후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고 중국의 부상 이후 미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

중관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통일부담론, 통일비용론에서 비교

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비록 한국

적 유연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의 대미경사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었으나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6 이어 후진타오 주석의 국빈

을 지지” 42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이나 구체

방한 시에는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 측의 노

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당

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

시에는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 협력

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

다” 43고 밝히면서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한다”고 재천명했다.47 한국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과 공영정책’에 대해 중국은 우회적으

관계를 구축할 때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 핵문제 인식의 차이를 노정하

로 동의하지 않았다.

기도 했으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

2013년에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합의한 「한

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중미래비전」과 2014년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한중공동

한국 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했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

다.” 44 이어 2005년에 후진타오의 국빈방한 시에는 “중국은 남북한 간 화해

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42 대한민국외교부(2013), 『중국관계자료집』, 2쪽.
43 대한민국외교부(2013), 위의 책, 7쪽.
44 대한민국외교부(2013), 위의 책, 21쪽.

45 대한민국외교부(2013), 앞의 책, 33쪽.
46 대한민국외교부(2013), 위의 책, 55쪽.
47 대한민국외교부(2013), 위의 책,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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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 48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3.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
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원론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지(stated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후진타오 시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제3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외교적 수사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 핵심은 자주적·평화적 통일이며 그 방법론은 대화, 신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뢰,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즉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통일은 사

원칙을 강조했으나 2013년 4월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

실상 ‘흡수통일’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자주적·평화적 통일 과정은 중국의 입

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으로 변했다.50 그러

장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고 유연

나 이것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비핵화를 중시한다는 의미가 아

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

니라, 비핵화를 실현해야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

국은 중국의 변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북중관계와 한중관계가 동시에 변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51

supporting)해왔다.

화하는 과정에서 통일 문제도 새롭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로 요약할

중국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편익론과 비용론이 존재한다.49 그러나 중

수도 있다.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사실상 ‘북한 비핵화’)

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원론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고, 그 방식은

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남북한 합의, 점진적 접근, 한 국가 두 체제[一國兩制]였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정을 원하면서도 북한의 정상국가화에도 깊은 관

시 중국의 국가이익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

심을 기울였다.

질적으로 현상(status quo)유지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이를 둘러싸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체제의 안정을 희생해서라도 비핵

실질적인 통일 과정에 접어들 경우에는 중국이 통일 과정에 방관자로 남기보

화를 관철하겠다는 적극적 압박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를 전술적

다는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범위를 확대

변화로 보면서 최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52 그러나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8 대한민국외교부(2013), 앞의 책, 87쪽. 2014년 회담에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을 지지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존의 정상
회담과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조선일보』(2014. 7. 4).
49 이희옥(2004), 「한반도 문제와 중국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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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王毅强调中方在朝鲜半岛问题上三个“坚持”立场. http://news.xinhuanet.com/
world/2013 -04/13/c_115377162.htm(검색일: 2013. 4. 30).
51 王毅, “王毅: 2014不是1914, 更不是1894”. http://news.xinhuanet.com/
world/2014 -03/09/c_126239836.htm(검색일: 2013. 5. 8).
52 Emma Chanlett -Avery, Ian E. Rinehart(September 13, 2013),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이희옥·박용
국(2013),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 딜레마 관리 대미인식과 북한 지정학의 재구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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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는지, 경제적 측면에서

히 밝힌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경제협력 등의 조치를 취하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수단이 변화했는지, 전략적 측면에서 북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모멘텀을 통해 북중관계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

한에 대한 자산과 부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로 관리하려는 이른바 ‘건설적 관리자(constructive manager)’를 적극적으로 자임했

필요가 있다.

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정세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있다” 53고 밝힌 것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맥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

로 중국은 제1차, 제2차 북핵실험과 달리 제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새롭게 접

두었으나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

근했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와 달리 잦은 ‘경계이탈’로

었다. 이것은 한중 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수용되었는가

인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보았으며, 중국의 안전(동북 지역의 핵

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핵과 북한 문제를

물질 오염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문턱’을 낮추고(한국과 미국이)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했

등 여론이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면서 일방적인 대북편향 외교

고 2014년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로 절충했다. 이것은 북한 문제와

를 전개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핵공포의 균형을 이룬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한중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의 차

상태에서 발생할 저강도 전쟁(low war)을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 현상유

이가 개선되지 못하면 질적인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상대 국가에 대한 기대 차이는 중국이 더 이상 한중

이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의

관계를 양자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구조에서 포착하기 시작한 데

지, 그리고 한중 간 ‘전략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에 명확한 정치적 신호를

에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6자회담

보냈다. 북한도 이러한 중국의 의지를 인식하여 핵을 통해 중국을 결박하려는

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54 즉 한

시도가 상황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이 곧 6자회담 무용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의

자 했다. 북한이 북일교섭과 북러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찾은 것도 남북관계

‘이유 있는 안보 우려’에 대해 미국과 한국도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와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중국의 균형적인 한반도 정책에 대응하

한국이 좀 더 전향적인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관련한 추가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명확

심으로」, 『중소연구』 37권 3호, 4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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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ttp://politics.people.com.cn/n/2013/0629/c1024 -22015121.html(검색일: 2013.
7. 1).
54 9·19 공동성명 10주년 비공개 회의 결과 요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吳志成
(2013), 「关于朝鲜半岛和平与安全的思考」, 『現代國際關係』.

시진핑 시기 한중관계와 한중일 협생(協生)

183

V  . 미래 지향적 한중관계 발전의 과제와 방향

력하고 있다.
향후 한중관계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새

중국이 이미 세계권력(world power)에 도달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사실

로운 안보레짐을 만들어야 한다. 한중관계는 전방위적 교류 과정에서 여러 가

중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국

지 갈등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협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향후 한중관계

도 이를 고려하여 21세기형 문화적 전파에 기초한 인식공동체를 위해 공공

는 ‘있는 그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

외교와 매력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노선은 한반도 전체에

에는 경성이슈(hard issues)와 연성이슈(soft issues)가 있다.

대해서도 매력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우선, 정치안보 관계에서는 질적인 교류가 여전히 취약하다. 이것은 새로

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동란(動蕩)을 억제하는 것을 레

운 동아시아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의 차

드라인으로 삼고55 한국의 대미경사 외교를 견제하는 한편 북한을 전략적 자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발전시키

산으로 묶어두면서 전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

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북핵과 북

이다.

한 체제를 보는 시각 차이와 정책 차이는 양국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걸림돌

그러나 부상한 중국이 ‘냉전 이후 미국이 해왔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로 작용했다.

평가도 등장하고 있다.56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이 노리는 ‘균형’이 무엇인

둘째, 경제 영역에서도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 교역을 살펴보

가를 질문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면 70% 이상이 중간재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효과적으로 진

중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냉전이 남긴 유산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57

출하지 못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고 동아시아 일체화를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의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없다.

구축하기 위해 한중 FTA를 체결했다. 그럼에도 양국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

이와 달리 한중일 아시아판 NATO 창설,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한

고 있고 경제적 보완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기 어려워지

한국의 가입,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의 TPP 가입 등 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

고 있다.58

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한국의 대미경사를 방지하는 데 주

셋째, 사회문화적으로도 민간 교류가 다원화되었으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
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호 간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하나의 불신의 프레

55 시진핑, 「순풍에 돛을 달자」, 『조선일보』(2014. 7. 3); 이희옥, 「한중관계의 미래 제시한
네 가지 견지」, 『조선일보』(2014. 7. 4).
56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11/26/imitation_is_the_securest_
form_of_flattery_china_us_national_security?page=full(검색일 2013. 12. 2).

57 外交部發言人秦剛擧行記者會. http://fmprc.gov.cn/chn/pds/wjdt/fyrbt/t71488.
htm(검색일: 201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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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고착된 측면도 있다. 즉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쟁점이 나타났으나 점차

58 중국의 FTA와 지역주의전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희옥 외
(2009),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중 FTA』,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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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대중문화 영역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논쟁, 문화원조

의 중간층이 취약했고 자유주의적 공간이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을 ‘있

논쟁과 같은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양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는 그대로’ 보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미지와 실체를 구분하는 균형잡힌 여

아니지만, 양국 네티즌의 민족주의 정서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방

론 중간층을 확보하여 대중 외교와 중국의 한반도 외교의 진폭을 서로 줄여나

해하면서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찰적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전략 대화 기제를
내실화하여 한중관계에 고유의 핵심이익을 확인하고 존중해주는 노력이 필요

1. 한중관계의 준칙59

하다.

미래 지향적 한중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인식 패러

2. 협생을 위한 정책 방안

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진(共進, co -evolution)이다. 한중 양국은 함
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한중 양국이 전

한중관계는 중일관계의 반면교사다. 2014년 현재 중일관계 42년 동안 전반

술적 협력이나 공동회피(common aversions)를 넘어 전략적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기 20년은 소련이라는 공동 위협의 존재로 인해 비교적 우호관계를 맺어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할 필요

으나 탈냉전 이후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후반기 20년은 갈등이 빈번

가 있다. 둘째, 트리플 윈(Triple Win)이다. 한중 양국은 양자관계의 윈–윈을 넘

했다. 특히 21세기 들어 2010년 댜오위다오 사건과 중국의 해양진출 계획이

어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의 해결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중관계도 경제적·사회

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여 공동이익과 지역

문화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협력의 분위기에 가려져 있던 요소들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에서 동아시아 협생을 확산해나갈 수

이 돌출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맞

있다. 셋째, 복합적 사고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물리면서 구조적인 국제환경의 변수가 한중 간 양자관계를 압도할 가능성도

각축하는 림랜드(Rimland)이고 지경학적으로도 북한을 통해 세계와 연결하는

높아졌다. 우선 한중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찾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전략적 요충지다. 한중 양국이 개성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등 국경에서의 경

필요하다.

제협력을 통해 남북한과 중국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도 있다. 넷째, 한

첫째,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sensus)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합리적인 공론장

이미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한중 사이에 북핵과
북한 체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전략

5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李熙玉(2013), 「新的20年: 韓中關係的新思考」, 『成均中
國觀察』 3期, 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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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에 대해 ‘건설적 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기관리 시스템과 긴급 채널을 구축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에

둘째,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할 필

대비하고,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고 냉정을 찾기 위

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낭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북

한 협의에 달성하며, 고유 영토론을 떠나 지역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한 위협의 수준에 따른 군사훈련의 규모, 목표,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당사국들이 노력하자는 제안60을 한중관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중국도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평화적 관리자(peaceful
manager)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주변국의 우려를 수용하는 평화정

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영토 문제의 성역화와 영토 민족주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영토 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
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정책 차원의 실리가 착종

셋째, 지역공동체, 다자안보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되어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영토 문제에서 타협할 경우 정권이 유지될 수

과 달리 동아시아는 주권국가의 전통이 매우 강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없다는 인식 때문에 공세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 3국은 여

습관화하고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의 틀을 더욱 강화해야 한

전히 탈근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대적 가치에 대해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있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인이면서 개별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학계가 민족주의의 정치 개입 요소를 줄이는 한편 역

아시아티쿠스(Asiaticus)와 이중적 정체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도화된

사, 영토, 안보, 우경화 등 다양한 갈등 요소를 하나의 틀에서 일괄해서 접근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한중일 공공외교로 확대하는 한편 ‘차이를 인정하는[求同

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분할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한중일 학문 대화를 폭넓게

存異]’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것과 공동회피를 넘어 구동축이(求同縮異)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능력국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매력국가란 상대가 이를 인

넷째, 자기성찰과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하고 존중받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협생은 능력국가를 매력국가로 바꾸

실천의지뿐 아니라 평화를 기획하고 지키는 국가가 동아시아를 선도할 수 있

는 동북아 민간사회의 노력으로 그 단초를 열 수 있다. 명분이 지배하면 협력

는 국가라는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독일의 참회의식

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협생의 길은 멀어진다.

이 유럽공동체에서 존중받는 것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식민지와 전쟁에 의한
역사적 유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정은 외부의 강제를 통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
국가들이 그 사회의 자정력에 기대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상호 대응을 달리하면서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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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毛里和子(2013), 「2012年日中衝突と中國のあるリベラリズム」, 『歷史學硏究』 908
號,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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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 마찰을 넘어
한중일 협력체제로

I  . 왜 한중일 협력체제가 필요한가
오늘날 한중일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
요국으로서 세계정치와 글로벌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위상이 비약적으로 커
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2%, GDP 규모로는 전 세계의
21%, 교역액 규모로는 전 세계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간의 교역액
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2014년 현재 3국 간 교역액이 6,300억 달러를 상회
하고 있고 인적 왕래 또한 꾸준히 늘어 연간 1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동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1
한중일 3국은 1999년 아세안(ASEAN) +3 회의 계기의 3국 정상회담 이래 모
이원덕(李元德)
일본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한울, 2006),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네트워크』(공저, 한울, 2012), 『한일관계사 1965–2015 Ⅰ(정치)』(공저, 역사공
간, 2015).

두 열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아세안과 별도
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그 밖에도 현재 3국 간에
는 19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하여 60개의 3국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1 한국외교부(2015), 『한중일 협력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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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1년에는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TCS)이 설립되어 3국 협력의 제도

적 민족정서와 국민감정이 여전히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한중의 영토 문

화도 큰 진전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3국

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 요인, 일본 국내의 반(反) 한중 정서 또한 그 어느

정상회담 이후 중일 간 역사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3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

때보다 고양되어 있어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3국 간 갈등은 상당히 첨예

지 못하는 등 3국 협력체제가 전반적인 정체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나 박근혜

화되어 있다. 동북아 지역은 협력과 상생의 제도와 메커니즘의 부재로 말미암

대통령의 2015년 9월 3일 방중을 계기로 11월 1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담의

아 적지 않은 불신과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개최가 합의되어 이제 다시 한중일 3국 간 협력체의 복원 기반이 마련되게 되
었다.

동북아 3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안전과 평화 및 공동 번영이다. 동
북아 지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활

한중일 3국은 20세기 전반의 침략과 식민통치라는 불행했던 역사를 직시

성화된 전략 대화와 통상·투자·금융 등 경제 분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하고 1965년의 한일, 1972년의 중일, 1992년의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전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태 환경 분야, 원자력 안전, 질병 전

된 양국 간 우호협력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신뢰 부족으로 인한 양

염병 등의 보건, 마약-테러를 비롯한 국제 범죄 방지 분야에서의 3국 간의 공

국 간 갈등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조와 협력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선 지식, 정보, 전통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3국은 한일, 한중, 중일 양자 간 협력을 지속,

및 대중문화, 미디어, 스포츠 등 소프트한 분야의 협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

발전시키면서도 양자 간 협력의 공간과 지평을 한중일의 트라이앵글 협력으

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를 필두로 한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청소년 교류 등

로 확대,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세대의 초국경 이동 현상 또한 미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

한중일 3국이 놓여 있는 동북아 지역은 전쟁이나 종교 분쟁, 내전 등으로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이 추구되는 지

홍역을 앓고 있는 중동 지역에 비하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일 수 있으나

역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좁은 의미의 국익을 넘어

유럽이나 아메리카, 동남아 지역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

선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고 갈등 요인이 다수 잠복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못한 지역이라고 할

기대된다고 하겠다. 지식인들 간의 초국가적인 인식공동체의 확립이야말로

수 있다. 한중일 3국 관계의 현실은 근래 들어 이른바 ‘아시안 패러독스’의 상

국가 중심주의적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원동력이 될 것이

황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의존 및 침

다. 이 점에서 유럽공동체 출범의 역사에서 장 모네와 같은 선구적 지식인이

투 현상이 두드러지게 심화되고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

한 역할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자본 거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정신을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 안보, 역사인식 및 영토 문제 같은 영역에서의 불

조망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에 입각하

신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3국 모두 국내에서 자국 중심주의

여 선린우호, 상호신뢰,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전 방위 협력을 굳건히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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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3국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구

렵다. 더불어 유의해야 할 것은 한중일 협력체제 구축이 미국, 러시아, 인도,

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의 내용을 담보하고 제반

유럽,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블록 형성 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3국 국민 간의 우호

는 점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은 어디까지나 여타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방성,

적인 감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3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 협력이 한중일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
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II  . 3국 협력체제의 최대 장애물은 한일 역사 마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일 관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비전을 공
유하고 그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장기적으로 한중일 관계를 안전과 평화에 기반한 공존공영의 3국 관계로 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지정학적 차원이나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동북

전시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한중일 간의 역사 마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아시아 3국 관계에서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

와 더불어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또한 역사 마찰 문제에

엇보다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

못지않은 3국 관계 진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

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해

장에서 볼 때 한중일 협력을 가동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

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중일 간에도 핵심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역사 마찰 문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

고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다.

물론 한중 간에도 고대사나 고구려사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요소

동북아 지역에서는 21세기 들어 이른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및 세력

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일관계처럼 양국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악재가 되고 있

균형의 유동화가 격렬하게 진행됨에 따라 미중, 중일 간에 협력보다는 경쟁,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일관계에서도 난징학살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경합의 요소가 점차 첨예화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강

등을 둘러싼 역사 갈등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

대국에 의한 패권질서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극지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배 구조보다는 상호신뢰와 공생협력에 기반한 다자간의 평화적 지역 시스템

는 한일 간 역사 마찰 문제로 사안을 좁혀서 논해보고자 한다.

의 구축을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 마찰 문제는 2015년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미래

동북아의 지역 협력은 한반도 및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의 안전 평화

지향적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옥죄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및 공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 공헌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

점을 감안한다면 한일관계의 우호협력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역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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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

커니즘에는 한일 양국에 각각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된다.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 마찰과 양국 국민 간

먼저 일본 측의 원인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가 갖는 이슈의 중

의 감정적 갈등은 심화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

요성이나 민감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 무신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요한 것은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여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 지도층의 언행이 한국의 대일관계나 대일

하 및 전략적 대응 그리고 여론 주도층의 역할 또는 언론의 보도 태도나 자세

정서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에 따라 그 빈도와 심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 의심스럽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과거사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지나치게 과

한일 간 역사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 간 역사인식의 상위에서 찾을

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심각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세심하게 대처하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과 식민통치의 역사에 대한 양국의 역

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과거사 문제가 가져올 한일관계의 파장에

사인식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크나큰 간극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일

대해 일본 지도층은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은 한반도 침탈 과정 및 식민통치가 당시 국제법이나 제국주의적 관행으로

오히려 일부 지도자들은 헌법 개정, 안전보장 정책, 역사수정주의 문제 등

미뤄볼 때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

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사 마찰을 의도

면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반면 한국은

적으로 부채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더욱이 일부 우익 단체나 보수적 색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화 과정 및 식민통치 그 자체도 무력에 의한 불법

채가 강한 미디어에서 한국과의 역사 마찰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경향을 보이

무도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일본은 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물론 그에

기도 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우익세력이나 우

합당한 보상과 배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2

익 성향의 각종 미디어는 공공연하게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양

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국 간 외교 분쟁이나 갈등으로 쟁점화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인식의 상위가 외

강경한 대일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우익세력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 쟁점으로 점화되어 심각한 역사 마찰을 빚는 것은 일정한 정치적 메커니즘

혐한, 염한의 감정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언설을 쏟아냈다. 이른바 도쿄나 오

을 경유해서 이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역사인식 문제의 외교 분쟁화 메

사카 한복판의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는 재특회(재일교포의 특권을 저지하는 모임)의
활동은 헤이트 스피치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3

2 일본의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합법합당론’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합법부당론’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으나 2015년 8월에 발표된 아베 담화를 보면 다시
‘합법합당론’으로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은 한일회담 시부터 일관되게 ‘불법부당론’
을 주장해왔다. 즉 한반도 식민통치 35년간에 대한 합법 대 불법 논쟁은 한일 간 역사 마
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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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마찰 격화의 한국 측 요인으로는 과잉 대응의 구조와 대중 영합주의를

2012년 이후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은 더욱 심화되어 한일관계의 전 역으로 확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신문, 방송 등 한국의 미디어는 일본의 역사인식, 안전보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장, 영토 분쟁,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아베 정권의 위험한 우경화

은 정부 간의 외교 마찰에 그치지 않고 국민감정으로까지 확산되고 내면화되

노선이라는 단순한 틀로 재단하여 대대적으로 비난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일본

는 양상이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속되어온 전통적

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과거사 갈등은 지속적이고 반복

인 우호협력 관계의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조짐조차 나타나고 있다. 한일

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외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사나 독도와

간 역사 마찰 빈발의 구조적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관련된 이슈는 한국에서 늘 민감한 이슈가 되고 초강경 대일정책을 불러일으

것으로 파악된다.4

킨다. 정권에 따라서 강약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느 정권도 일본과의 역사 마
찰이 발생하면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냉전 종식에 따라 한일관계의 갈등 요소는 오히려 증폭되었다. 냉전
시기 한일 간의 결속을 강화했던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하에서의 반공

한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근본적 차이나 독도 문제에 관한 상반된 입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체제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최근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 간의 외

기반으로 하여 대공산권 봉쇄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일

교적 대립과 역사 마찰의 빈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간의 독도 및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해법은 단기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체제의 붕괴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 요소들이 여과 없이 표

역사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는커녕 양국 간 국

면 위로 분출하게 되었다.

민감정의 충돌만을 초래하여 양국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파급되는 사태를 막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큰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되

을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역사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었다. 이른바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전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

의 겸허한 태도와 피해자인 한국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관용적 태도가 요청된

는 것이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힘의 쇠퇴 그리고

다. 더불어 한일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다.

한국의 미들 파워로서의 등장이 그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 지역에는 미중 양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인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은 경험적으로 볼

강 구도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고, 이는 한일관계의 성격 변화에도 큰 영향을

때, 그 빈도와 심도의 양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한층 격화되었고 2000년

미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2012년 이후 격심한 한일, 중일 간의 대립과

대에 들어서도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하면, 12월 22일 일본 법무성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서 재특회 회장에게 권고를 보
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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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간 역사 마찰의 구조적 배경에 관해서는 필자의 아래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
다. 이원덕(2015), 「한일관계 1965년 체제 50년의 궤적」,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지
음, 『한일관계사 1965–2015 I(정치)』, 역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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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벌어진 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 현상과 더불어 한중일 각국에서

달성했다. 김영삼 정권 시 OECD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

일어난 정권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타난 이른바 세력 균형의 유동화에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정치적 민주화와

서 그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국민들은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보다 당

둘째, 한일 양국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간에는 정치인, 경제인의 인적

당한 대일외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한

채널 및 네트워크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일 간의 역사 문제가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후 양국의 잦은 정권 변동과 정치인의 세대교체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문제의 이슈화를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형성 유지되어왔던 정치인들 간의 비공식

꺼려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시 이슈화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

적인 인맥관계는 단절되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 후 한일 정치인 간에는 수

습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 구도하에

많은 공식, 비공식적 채널이 잦은 회합이나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민감한

서 우방인 일본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행위를 자제하는 태도

정치 현안이나 갈등 사안은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는 경우가 많았다.

를 취했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그러나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점차 약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컸기 때문에 일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의미를 상실했다. 정치인들 간의 교류나 접

본의 보수적인 지배층과 한국의 집권세력이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

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갈등 발생 시의 문제 해결 능력

었다는 점 또한 한국의 관용적인 대일정책의 요인이 되었다.

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닌 보통의 양

그러나 한국 국력의 신장과 사회정치의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일

국 간 관계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현안은 정치인들보다는 외무 관

태도는 변화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국민들

료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정치인의 네트워크

의 대일 감정을 적극 옹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대일 감정을 활용하

가 약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기업 차원에서의 교류

는 강성 대일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따라

채널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보통의 이국 간 관계로 변화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진 젊은 세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렬한 민족주의

되면서 갈등을 수습하고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

적 정서를 표출하며 대일 강경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 않게 되었다.

넷째, 일본의 국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셋째, 한일관계가 수직적인 종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횡적 관계로 점차 변

정치 지형은 보수 내셔널리즘이 날로 강화되는 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파악된

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양국관계를 갈등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다. 1960

다. 일본에서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위대의

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1990년대 이

보통 군대화 움직임 또한 당연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총리 및 각료의 야스

후 선진경제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 움직임도 상당히 무뎌졌다. 국민의 역사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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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점차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

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써 일본 정계는 사실상 우파 보수세력 일색이 되

다. 이러한 경향은 한마디로 평화국가로부터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국민은 큰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5

했던 이른바 진보-리버럴 세력은 약체화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은 세대교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

여주었다. 게다가 정계의 우경화 추세에 대해 일정한 비판과 자정기능을 수행

된다. 전후세대 정치인들은 미일동맹 중심의 강성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을 주

해왔던 시민사회 세력도 매우 약화되었다. 또한 일본 사회의 인구 고령화에

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근린외교는 그 비중이 약해

리버럴 세력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문제나 역사 마찰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

서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계의 전면에 등장하여 역사수정주의적 행보와

화는 이들에게 그다지 심각한 외교현안이 되지 못한다. 전후세대 일본인들은

안보정책의 변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통치와 아시아
침략 역사에 대한 속죄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토 문제나 역사인
식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6

III  . 한일 간 역사 마찰의 핵심 쟁점과 해법 모색

이러한 경향은 민주당 정권 초기 2년 동안 잠시 주춤했으나 2012년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2012년 가을 중의원 선거에서 아

1. 일본군‘위안부’ 문제

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의 승리와 2013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 그리고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 등 잇따른 대형 선

일본군‘위안부’ 문제7는 1990년대 초반에 한일 외교관계의 심각한 마찰 요인
으로 등장했으나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 모집의

5 일본의 1990년대는 리버럴, 평화세력이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던 예외적인 시대라
고 할 수 있다. 호소카와 내각부터 무라야마 내각에 이르는 시대에 걸쳐서 경주 정상회담
에서의 식민통치에 대한 심화된 호소카와의 사죄·반성 발언,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
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의 발표, 침략과 식민통치를 국책의 잘못으로 통절하게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발표 등 일련의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론이 국론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흐름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반동
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리버럴 세력이 2009년 민주당 집권 3년을 통해 짧
게 재부상하는 듯했으나 이후 재반동화의 길을 걷게 되어 급기야는 오늘날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보수 강경 일색의 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젊은 세대의 역사 반성에 대한 거부감은 아베 담화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아베 담화에
서는 일본의 후속세대가 언제까지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반성을 거듭해야 하는가의 문제
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여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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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인정과 사죄가 표명되고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조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 쟁점으로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처리가 종료된 문제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8

7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김영호·이태진·와다 하루키·우쓰미 아이코
공편(2013), 『한일 역사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이원덕, 「일본의 전후처리
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부분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8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처과정 및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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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다시금 이 문제가 한

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일본군‘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핫이슈

일 간 분쟁 사안으로 재점화되었고, 2011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로 급부상하면서 사실상 한일 간 역사전쟁을 방불케 하는 마찰과 대립이 한층

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함으

확산되고 심화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2012년 이래 한일 간 정상회담은 3년

로써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생

째 중단되었고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각할 경우,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회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0

창’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8월 31일 헌법재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8·15 광복절의 경축사는 물론이고 유엔, 주요국

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오랜 잠복기

정상과의 회담 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군‘위안부’

를 거쳐 또다시 한일 외교의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에서 보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도 볼 수 있다.9

촉구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을 추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차 일본군‘위
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요구한 바 있으나 광복절 직전에 이루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천황의 사죄 요구 발언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아베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표출되면서 독도, 과거사 문제를 둘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이미 처리가 종료되었고 일본으로서는 고노 담화, 아

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해왔다고

일본의 정치권은 민주당 대표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조기 총선 등을 앞두고

반박하면서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고노 담화 철회 움직임 등 초강수 카드를

고 있다. 이처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던지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커녕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추세가 나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의 국민감정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한일관

타났다.

계의 현주소다.

일본에서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2013년 박근

2014년에 일본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베 정부는 2014년 6월에 고노 담

경위를 정리한 것으로는 다음 두 문헌을 참조. 和田春樹(2015), 『慰安婦問題の解決の
ために』, 平凡社新書; 村山富市·和田春樹(2014), 『デジタル記念館: 慰安婦問題と

アジア女性基金』, 靑燈社.
9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2012. 5), 「기획좌담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 『일본공간』 제11
호, 16~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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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의 총리부에서 실시하는 일본 국민의 세계 각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대 이래 줄곧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0~60%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겨우 30%대 초반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일
본에 대한 호감도도 아베 정권 등장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일 역사 마찰을 넘어 한중일 협력체제로

207

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11 이 보고서

합의되었다. 그 이후 국장급 협의는 2015년 9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

는 고노 담화의 핵심인 일본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

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았지만 결과적으로 고노 담화를 상당 부분 흠집 내고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정이다.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에서 마치 한일

기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 간에는 근본적인

양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문건에 대해 사전조율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피해 당사자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있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샀고,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

회(정대협) 측은 이른바 법적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입법 조치와 같은 일정한 법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2

적 절차를 통해서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해결 방식을 배

두 번째는 『아사히신문』 오보 파동이다. 2014년 『아사히신문』은 일본군

제한 채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요시다 세이지 관련 과거의 보도 내용이 오보라고 인정

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내에서도

하고 그 기사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 국내에서 때 아닌 소동이

정대협의 입장이 좀 더 원칙론에 입각해 있고 정부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벌어졌다. 『아사히신문』의 취소 보도 이후 일본 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모

일본에 대한 외교적 추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강약을 조절해왔다고

집의 강제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담론이 우익계 미디어를 통해 급속

할 수 있다.

하게 확산되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
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13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2005년에 정리되
어 공표된 바 있다. 즉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 사할린 동포 문

은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오

제는 이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3대 주제에 대해서는 일본

바마 대통령이 낀 어색한 장면을 연출한 바 있는데 이 대면을 계기로 양국 외

정부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14

무당국 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 채널의 설립이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사법부, 행정부가

11 河野談話作成過程等に関する検討チーム(2014),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
とりの経緯: 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참조.
12 대한민국 외교부(2014. 6. 20),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한
국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13 和田春樹(2014. 11), 「慰安婦問題と<吉田證言>: フィクションの影響力」, 국민대학
교 일본학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논문; 『朝日新聞の慰安婦問題報道を檢證する第三者
委員會報告書』(2014. 12. 22).

208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14 2005년 한일회담 외교문서의 공개 이후 정부의 차관급 인사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족하여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즉 1965년 재산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할린 조선인 문제,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요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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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의 공식 입장이 관철되는 결과로 귀결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본군‘위안부’

인정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등을 통해서 일정한 책임

문제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나 구미 각국 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

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표명을 했으며 반민반관 형식으로 ‘아시아여성기

제사회의 법적 현실은 실정법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을 설립하여 나름대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해법은 중재재판소 구성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재부상한 후에도 일본은 이러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의한 사법적인 해결 방식이다. 청구권 협정 제3조를 보면, 양국 간에 청구권

있다.

협정 해석상의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에 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차원의 인

한 해결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권, 여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에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또한 이 문

의 이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양자 간 외교 채널에 의한 협상으로 해결을 시

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

도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중재재판소를 구성하여 사법적인 해

회의 움직임이다. 예컨대 1996년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의 맥두걸

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존재

보고서, 그리고 2000년에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여성국제전범 법

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정’ 등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들 보고서 및 법정에서는

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부작위 위헌 판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노예 문제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게 그에 합

내린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외교통상부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입각

당한 책임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국제사회

한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전체 여론을 100%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즉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양자 협상을 요구하는 공한을 일본 측에 보

중시하는 흐름과 함께 여성 문제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련의

냈으며 만약 일본이 양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판소를 구성하기 위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일본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미국 하원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

은 양자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의 태도를 취하며 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방식

출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인식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

유럽연합 의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

은 실효성도 없으며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것이므로 좋은 방

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측은 나름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고육지책을 마련

여전히 국제사회의 법적 현실은 실정법적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한국 측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있다는 현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문제가 만약 국제법정에 소

그러나 한국 외교통상부는 일단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으로 결론을

송의 형태로 제기되거나 국제사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대협이나 한국 정부

짓는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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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위헌 판시를 했으므로 법적 절차에

본군‘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의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중재위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위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 측의 주장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청

상책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대응으

구권 협정의 대상 범위 밖의 문제라고 중재위원회가 판정한다면 일본군‘위안

로 중재위원회 구성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 정부의 책

부’ 문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결을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할

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 피해자 관련 단

것이고, 반대로 청구권 협정의 대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한다면 일본군

체들 또한 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종료된 사안이 된다.

내적으로 명분을 살리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본 중재위원회 구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중재위원회가 청구권 협정의 제3

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본 정부

조 절차에 의해 가까스로 구성되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과연 한

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 양국의 국민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지는 매우 의심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지만 만약 일본 정부가 한국의 중재위원회 구

럽다. 바꿔 말하면 한국도 일본도 중재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고

성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난점은 존재한다.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해도 쉽사리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

따르면 중재위원회 구성은 30일 내에 양국이 선정하는 2인의 중재위원과 이

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중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

둘이 합의로 정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과

리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인류 보

연 양국이 합의에 의해 제3국 정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또

편적인 규범에 반하는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일

한 제3조 3항은 기간 내에 양국의 합의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정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기본 성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만약

양국 정부가 각각 선정한 국가의 정부에서 지명하는 중재위원 각 1인과, 이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사법적 해결을 꾀하는 경우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에서 지명하는 중재위원 1인으로

국제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로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일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의해 중재위

정부가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 아

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일이 아닌 3개국이 지명한 중재위원 3인

닐까 추측된다.

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기본

두 번째 해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양국이 외교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적으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체약국 간의 이견이나 분쟁을 다루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다뤄야 할 핵심 사항은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이 방식은 외교적 타결을 위해 양국의 지도자나 정책 당국이 국민 여론이나

의 해석을 둘러싸고 핵심적으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즉 1965년 청구

관련 단체의 반발이나 비판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권 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의 여부다. 다시 말해 일

있어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2012년 8월 10일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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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및 천황 사죄 요구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고노

‘위안부’ 문제 협상 시안의 내용은 ① 총리의 사죄 표명, ② 정부 예산조치에

담화 철회 움직임 등으로 인해 최고조로 격화된 한일 간의 일련의 감정 충돌

의한 금전 지급, ③ 주한 일본대사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직접 방문 위로의

과 외교적 대립과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돌입한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종

세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비공식 제안에 대해 한국의

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외교 협상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

당국자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정대협 등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일본 측이 국가 책임, 법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이

그러나 2012년 연말 양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 정부

아니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15

가 들어서서 한일 외교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고 정상화되면서 미래 지향적

이로써 일시적으로 일본 측이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일본군‘위안

관계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즈음에는 독도 문제와 더불어 한일 우

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러한 협상 실패의 배경

호협력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 협

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더불

상에 의한 타결책을 다시금 모색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어 정대협 등의 피해자 단체들과의 조율 실패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양국의 외교 협상 테이블에 다시금 올라오게 된다면

정된다. 최근 극심하게 고조된 한일 간 외교 갈등 및 국민감정의 대립을 고려

2012년 봄에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끝난 노다 요시히코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할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외교협상에 의해 타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 시안(사사에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다. 그러나 향후 한일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일본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012년 봄 노다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서 일본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 노력은 재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시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협상 시도의 단초는 노다 정부 내부에서 마련되었다.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

2. 강제징용 보상 문제

통령에게 2011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비록 법적 책임론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궁리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한국인 피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진행된 것이다. 또 하나의 배경은 중국의

징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급부상과 북핵 문제 등의 급부상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관계

피고 기업은 이들의 미지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가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과 분쟁에 휩싸일 경우 일본에도 이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익은커녕 국익의 손실이 크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마이너스라는 발상이 일본

이른바 일제강점기 피징용 노동자들의 대일보상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2012년 봄 노다 정부 내에서 한때 신중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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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 결과 2013년 7월 서

둘째, 판결의 결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뤄지

울고법 및 부산고법에서 1인당 1억 원(신일본제철) 및 8,000만 원(미쓰비시 중공업)

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추락은 물론 한국이 컨트리 리스크가 큰

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재상고함으로써 사

나라로 인식되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건이 법원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나 2015년 10월

된다면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약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제협약에 대한 약속 이행에

년 4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100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한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공식적 입장에 대한 혼란이

송을 제기하여 앞의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계류 중이다.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아직 한일 양국 사이에 외교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

셋째,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결과대로 보상액이 1억 원에

만 향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엄청난 폭발성을 내재한 쟁점이 될 것으로

서 8,000만 원 규모의 금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

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노역과 관련 있

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 이후

는 일본 기업(1,493개) 중 현존하는 기업은 299개 기업으로 이중 한국에 진출한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물론 향후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손해배상

한국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소송을 의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만약 해외 강제

않다는 논평만 내고 있을 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몇 가지

징용/징병자의 유족 모두에게 손해배상액이 지급될 경우 총액은 약 18조~20

측면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 원(18만~20만 명×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일외교

첫째, 만약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확정하는 판결이 최

를 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종적으로 나올 경우 일본 정부가 빈 조약법 협약이나 한일투자협정 위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모든 정책 및 행위가 불법이므로

들어 국제법상의 국가 책임을 추궁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될 수 있음에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우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국제법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16

16 박배근(201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접적 쟁점과 향후 전망: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0집 제3호; 이근관(2013), 「한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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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일본 내에서 반
한,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징용자 문제와 일본군‘위안

구권 협정상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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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죄

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8

피로 현상과 결부시켜 징용자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한국 정부에 기존의 과거사 대일정책의 틀과 모순을 일으켜 일관성 부재,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국의 과거사 대일 사

대일외교에서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죄 보상 요구에 대한 일종의 혐오 또는 염증 현상이 일본 사회에 공공연하게

이다. 또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다른 유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내에서는 한국 사법부가 반일정서를 가진

형의 피해자 그룹에 대한 국가의 구제조치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대중이나 시민단체와 영합하여 끊임없이 과거사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의 경우는 일제 식민치하라는

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근래 들어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류창

특수한 상황이므로 경우는 다르지만 국가와 희생자 그룹과의 관계성이라는

재판, 쓰시마 불상 도굴범에 대한 판결, 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참전 유공자 그룹이나 제주도 4·3 사

한 위헌 판결 등을 거론하며 한국 사법부의 반일적 판결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건 피해자 그룹, 4·19 학생혁명 희생자 그룹, 1970년대 반(反) 유신 민주화 투

형성되고 있다.

쟁 희생자 그룹, 5·18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 그룹 등과의 비교 관점에서 바라

더욱이 우려되는 사항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유지했던 도덕적 우위에

볼 수 있다.19

선 대일외교 스탠스가 징용자 배상 문제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기존의 대일 과거사 정책과 대법원 판결과

제적 요구가 아닌 정신적 차원의 역사 청산을 요구해온 기존의 대일외교 방침

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취했던 청구권 협정에 대한 기

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영삼 정권, 김

존의 해석 및 2005년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 정

대중 정권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조치 차원에서

리는 부분적인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상충되는 바가 별로 없다

한국 정부 스스로가 일시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내린 결론17과 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입법 및 지원금 지급 조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추구하고 일본에 대한 더 이상의 물질적 요구는 자제한다는 자세

17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위안부 피
해자·사할린 피해자·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징
용자 보상, 미불임금 등의 문제는 국내 조치에 의해 해결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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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첫째 1974
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구권자금의 일부(무상자금 2억 달
러의 10% 내외 추정)를 사망자에 한해 지급한 바 있다. 이 당시 군인, 군속, 노무자로서
사망한 8552명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총액 25억 6,560만 원을 지급했다. 둘째, 2005
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희생자 지
원법’을 제정하여 징용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까지 약 5,700억 원의 정
부 예산이 이에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19 2007년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노무현 정부는
너무 큰 재정 부담과 다른 과거사 관련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해 2000억여 원의 재정 부담을 예상했
고(실제로는 2013년 현재까지 5700억 원 소요) 한 달에 7만 원을 받는 6·25 참전 유공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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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무현 정부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력과 강박에 의해 불

는 당시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대법원장(나중에 임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구조약에 의해 이뤄진 35년간의 식민지배는 기본

부처의 장관 및 전문가 20인으로 이뤄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치밀한 검토와

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고,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긍

식민통치 불법론은 기본적으로 해방 후 헌법정신 및 탈식민국가의 국가 정
체성의 확립 과정을 고려할 때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신생 독립국가가 당연히

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작위 위헌 판결은 기

취할 수밖에 없는 절대명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날 국

본적으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제사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외교적 차원에서 100% 관철시키기는 매우 곤란하

있다. 즉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 및

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의

사할린 한인 동포 문제는 일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고 기타 나머지 사안은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법치주의) 기존 정부의 대일 과거사 외교의 큰 틀을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흡한 부분은 국내 조치를 통해 보

견지하는(현실주의) 선에서 지혜를 모아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

완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징용자 문제에 대한 2012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징용자 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

년 대법원의 판결은 획기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대일 과거사 정책의 큰 틀을

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재항고심 판결이 최

정면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고단의 요구에 따라 피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

의 기본 취지는 첫째, 일본의 35년간의 조선 식민통치 자체가 불법이므로 식

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일본의 법적 대응이

민통치 시기 조선총독부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행위, 불법적인 시책에 의한

뒤따르고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

피해는 응당 배상을 받아야 하고, 둘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샌

이다.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 문제로서 국가 및 개인의
대일 배상 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러한 대법원의 식민통치 불법론은 1965년 박정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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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래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합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기본조약에
서 한국병합조약 등 한국의 식민통치를 초래한 일련의 구조약이 ‘이미 무효

한중일 3국이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는 냉전시기의 양극화나 탈냉전시기의 다

(already null and void)’라고

합의했지만 이 문구에 대해 한일 양국은 완전히 상이

극화 시대가 아닌 글로벌 복합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

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민통치는 합법으로 이뤄졌으나 일제의

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패망으로 한국이 독립했고 그 후 구조약이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일 협력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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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 최대의 저해 요인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 마찰의 빈

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미래의 한일관계는 과거에 비해

발과 심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민감정 또

훨씬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매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역사 마찰을 극복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일관계는 정치-안보-경제 이슈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서
서 21세기와 함께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

오늘의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구도로 점차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

기술 분야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의 주체

체제 속에서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는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을 비롯한 지식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한중일 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한

의 전 방위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한일 협력이 확대된 공

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해나

간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그것은 중국을 포함하는 한중일 3국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시대의 한일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양국은 미래 지

협력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양국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 기
반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한일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
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미래 설계도 안 된다. 따라서 한일 신시대는 역사에 대
한 직시와 깊은 성찰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 경쟁이나 세력 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
에서 볼 때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
론 한중일의 우호협력 관계와도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
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 협력의 심화야말로 점차 도래하고 있는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즉 한일관계의 심화 및 발전은 대미, 대중관
계의 강화와 선순환 관계에 있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의 시대는 한일
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자는 물
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시야로 확장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즉 한일관계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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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중강일강(中强日强)의 신형 중일관계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2000년의 우호, 50
년의 불행”으로 정리했다. 50년의 불행은 120년 전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를 말한다. 돌이켜보면
19세기 말 중일관계와 오늘날 중일관계는 여전히 동아시아 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동인이다.
전후 중국과 일본은 냉전시기 적대국 관계에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와 저우언라이의 정치적 타결에 의해 1972년 9월 ‘중일공동성명’으로 국
차재복(車在福)
중국정치외교사, 동북아 국제관계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论中日关系与卢武铉政府的东北亚均衡者政策」(『韩国研究论丛』，世界知识出版社, 2007),
『1992-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전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2), 「中日政治关
系与历史共同研究的含义: 以2005年中国反日游行后中日关系实例为中心」(『中国与周边
国家关系』, 稻鄉出版社, 2014), 「东北亚安全合作课题: 习近平—安倍时代的中日关系改善」
(『构筑互信 推进合作』, 人民出版社, 2015).

교정상화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양국은 이를 토대로 1978년 덩샤오핑(鄧小
平)의

방일 시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장쩌민(江澤民)의 방일 시 ‘중일공동

선언’,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의 방일 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전면적 실
천을 위한 공동성명’을 합의 도출하여, 대체로 ‘갈등대립’보다는 ‘우호협력’ 관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226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중일 갈등관계와 한중일 3국 협력

227

계를 유지해왔다.

로 불리었다. 이로써 중일관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국력이 ‘대등한’ 2 중강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40년간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일강의 대칭 구도를 형성했다. 중일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국력의 크기가 비

과 마찰은 대체로 정치적 대화로 무마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1982년), 나

대칭형 구도일 때는 역사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만큼 큰 영향을

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1985년), 톈안먼(天安門)

미치지는 않았다.

사건(1989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가 중국을 방

그러나 2005년을 계기로 중일 국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대칭화’에 접어

문(1992년)하는 등 정치적 타협이 있었다. 그리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들면서 역사 문제가 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1997년) 후에는 장쩌민이 일본을 방문(1998년)하였

2010년 9월 7일 센카쿠열도(尖閣列島, 중국명: 댜오위다오)3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고,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임기 내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이하에서는 ‘2010 센카쿠 사건’이라 칭함)은 오늘날 중일 갈

(2001~2005년)강행

후에도 지금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중국을 방문(2006년)

등관계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11일 센

하여 ‘중일역사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그리고 후진타오의 방일(2008년)에 의

카쿠열도 인근 3개의 섬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26일에 치러진 자

해 ‘중일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로까지 발전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당선되었다. 아베는 총재직 취임과 동시에

이래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로 격상되기까지 양국관계가 ‘갈등’ 속에

일본이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작용했으나)

서도 ‘우호’에 비중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가해국-피해

‘강한 일본  =  일본 부흥’을 제창했다. 중국 또한 11월에 제18차 중국공산당대

국, 원조국-피원조국, 선진국-개도국의 비대칭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회를 열고 시진핑을 총서기로 선출했다. 시진핑 총서기 역시 당선과 동시에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2010년(10.3%)까지 30여 년간 매년 두 자
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섰다.1 ‘중국위협론’

(당시

중국을 겨냥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 4로 ‘중국의 꿈[中國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제창
했다.

이 서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무렵부터다. 중국
학계에 의하면 ‘중국굴기(中國崛起)’는 1997년 홍콩 반환을 계기로 가시화되어
2010년에 일본과 중국의 GDP 규모가 역전되었고, 중국은 이때부터 G2 국가

2 일본 학계도 “오늘날의 일중관계는 경쟁적 측면이 전면에 노정되기 쉬운 구조로, 그러한
구조 자체가 유사 이래 일본과 중국의 대등한 관계 때문이고, 이는 처음 겪는 것으로” 언
급하고 있다. 国分良成·添谷芳秀·高原明生·川島真(2013), 『日中関係史』, 有斐閣ア

1 중국은 2005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제4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08년에는 독일
을 제쳤고, 2010년의 통계(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ルマ, 1쪽.
3 이 글에서는 센카쿠열도와 댜오위다오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본 관련 문맥에서는 센카
쿠열도로, 중국 관련 문맥에서는 댜오위다오로 표기한다.

5조 8,790억 달러로 일본의 5조 4,740억 달러를 추월했다. http://www.scio.gov.cn/
zhzc/2/32764/Document/1442342/1442342.htm(검색일 2015. 1. 10) 참조. 그리고
2015년 증국의 GDP는 1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10조 달러 그룹에 속하고,
일본의 GDP는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4 시진핑이 제창한 ‘중국몽’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인지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론’처럼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야 할 것이다. 김흥규는 중국몽을 “지도자상”으로 보고 있다. 김흥규(2014), 『시진핑 시
기 중국 외교와 중일관계 분석』,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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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아베의 중일관계는 ‘고이즈미 시기의 역사 갈등’, ‘2010 센카쿠 사

서 정리하고, 시진핑-아베의 중일관계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분석

건’, ‘2012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배경으로 일본부훙과 중화민족 부흥의 정치

한 다음,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기에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객관화 및 제도화

적 이데올로기가 마찰하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과 결

를 위해서 무엇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부되어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 구도가 객관화되는 추세다. 동시에 중국은 상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아베의 ‘일미동맹’ 강화에 의한 동아시아의 평화발

하이협력기구(SCO)를 매개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

전 논리와 시진핑의 ‘주변외교’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발전 논리 어느

시아 역내는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쪽도 향후 소다자주의 한중일 3국 관계의 발전 방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가설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대립은 결과론적으로 일본에게 2015

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년 9월 안보법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보통국가’화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
고, 미국에게는 아시아 회귀정책을 재촉하는 기제가 되어 미국 주도의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빠르게 타결될 수 있었다. 반면 ‘일미동맹의 중국 견

II  . 중일 갈등관계 지속의 원인

제’ 또한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였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 출범과 일대일로(一帶一路)

1. 중일 국력의 ‘대칭화’

정책의 가속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대신 시진핑–아베의 갈등관계 경색으
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담론은 퇴색되고 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대칭형’ 중일관계6 구도를 들 수 있다. 역사상 중일 간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동북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입지는

종합국력의 변화는 크게 중강일약(中强日弱) → 일강중약(日强中弱) → 중강일강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시진핑과 아베는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

(中强日强)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상회의 계기 및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A -A회의)를 계기로 회담5을
가졌다.

고대 중국의 수·당 시기부터 청일전쟁까지는 대체적으로 ‘중강일약’의 구
도였고, 청일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약 1세기 동안은 ‘일강중약’의 구도

이 글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중일 갈등관계 지속의 원인을 제3자의 시각에

였다. 일본이 대규모의 견수사(遣隨使)7를 파견하여 중국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5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관해,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
輝政)는 “중국 외교의 대실패, 일본의 완승”으로 평가하고 아베 주도의 “개헌이 중일관계
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中西輝政(2015), 『中国外交の大失敗』,

6 중국 학자도 일본 학자 고쿠분 료세(国分良成)와 같이 대등한 중일관계이기 때문에 대립
과 마찰이 여러 방면에서 노정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對等不均衡”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武寅(2006), 「对等平衡: 中日关系的发展趋势」. 『日本学刊』 第3期 참조.

PHP新書, 213~2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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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수사는 스이코 천황(推古天皇) 시기 섭정(攝政)으로 있던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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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고대 시기는 중화 중심의 조공체제였으나,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
서 중화 중심의 질서는 깨졌다. 여기까지가 저우언라이가 얘기한 중일 간 200
년의 우호였고, 청일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50년이 중일 간 대립
이었다.
전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속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경제 재건에 몰입하여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일어섰고, 2010년까지 줄곧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닉
네임을 달고 있었다. 국제사회와 일본 스스로가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부
여한 국가 이미지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에즈라 보겔(Ezra Feivel Vogel)의
저서 『No.1으로서의 일본(Japan As Number One)』(1979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
太郞)와

소니 회장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의 공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

본』(1989년)의 책 제목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본은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한 비대칭형 구도였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간 국력의 ‘대칭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 1월, 『2006년 세계정치 및 안전보고』 백서를 통해 세
계 1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표 1>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경제정치연구소가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인력자원,
자본력, 정보통신, 자연자원, 국내총생산(GDP) 규모, 정부 조정통제력 등 9개
항목을 종합국력 평가지표로 삼아 국가별 순위를 매겼다. 2006년 1월 기준,

<표 1> 세계 주요대국의 종합국력 순위 몇 평가지표(2006)
국가
순위
(평점)
1. 미국
(90.69)

2. 영국
(65.04)

3.러시아
(63.03)

4.프랑스
(62.00)

5. 독일
(61.93)

6. 중국
(59.10)

7. 일본
(57.84)

8.캐나다
(57.09)

9. 한국
(53.20)

10. 인도
(50.43)

기술력

인력
자원

자본력

정보
통신

자연
자원

군사력

GDP
규모

외교력

정부
조정
통제력

97.42

73.38

99.59

87.06

79.34

91.85

100.00

98.64

76.11

73.75

71.77

65.63

79.29

60.36

54.26

56.87

78.52

63.61

56.33

67.05

52.44

56.77

89.84

84.79

50.00

87.46

52.14

73.50

68.12

62.33

74.81

56.39

56.29

56.42

82.12

58.61

77.35

66.46

59.71

80.02

53.66

54.03

59.49

72.25

59.93

61.42

76.36

59.29

56.20

73.62

54.69

54.76

78.24

63.40

86.31

71.93

66.13

81.15

50.78

52.34

68.30

66.57

54.79

65.51

71.15

59.58

76.66

83.84

50.00

51.82

61.14

96.90

69.19

65.06

52.80

80.88

50.02

50.72

50.41

54.35

57.18

50.00

65.09

50.59

51.40

61.80

51.13

50.19

50.42

53.59

* 출처: 中国社会科学院国际形势黄皮书, 『2006年: 全球政治与安全报告』

중국은 인력자원과 외교력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평점 59.10으로 6
위, 일본은 기술력과 정보통신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평점 57.84로 종
합국력에서 7위로 평가됐다.
한편 일본의 NIRA(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가 2004년에 실시
시에 따라 중국 수나라에 파견된 조공사절로, 600년에 첫 번째 견수사를 파견한 이후 618
년까지 5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참고로, 618년 당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 백제, 신
라가 당에 조공사절을 파견한 것을 견당사(遣唐使)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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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국력 평가는 8개 항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국가별 순위를 미국–
독일–영국에 이어 일본을 4위, 중국을 8위로 평가했다(<표 2> 참조).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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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높은 기술 수준 및 군사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표 2> 일본의 종합 국력(2004)

있어 배타적인 정책 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9

1위

2위

3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일본

기술력

미국

일본

독일

경제·산업

미국

일본

독일

기관인 NIRA와 중국사회과학원이 제시한 <표 1>과 <표 2>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

미국

영국

프랑스

2004년의 일본(4위) -중국(8위)에서 2006년의 중국(6위) -일본(7위)으로 종합국력

방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대등해지고 있는 ‘대칭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중국의 국

문화

프랑스

미국

영국

사회발전 정도

캐나다

독일

미국

인력자원
자연·환경

* 출처: 『日本経済新聞』(2005. 11. 21)

일반적으로 종합국력을 평가할 때에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여기서는 일본과 중국의 정부 산하 연구

내총생산(GDP)은 약 5조 8812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을 추월했다. 세계경제 2
위의 중국과 3위의 일본, 이로써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중강일강’의 대칭형
관계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청일전
쟁 이후 115년 만에 일본을 꺾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았다.

NIRA 역시 인력자원 분야에서는 중국을 세계 1위로 평가하지만, 그 외 평가
지표에서 중국은 세계 1~3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2. 역사 문제의 ‘정치화’

2006년 1월 당시 중국 언론이 종합국력 평가에서 주목한 부분은 2005~2006
년을 분수령으로 중국과 일본의 순위가 역전되었다는 점이었다. 그외 중국인

중일 간 역사 갈등은, 만주사변(1931년)부터 중일전쟁(1937년)과 일본 패전(1945

민은행이 2006년 2월 기준으로 발표한 외환(달러) 보유액은 중국이 8,537억

년)까지

달러, 일본이 8,501억 달러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외환 보유

기간에 발생한 희생자 수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국 학자에 따르면, “중국

국이 되었다.8 비슷한 시기 한국의 학계에서도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책이

군과 민간인의 사망자는 3500만 명 이상이고, 그중 중국군 전사자는 380만

나왔다. 저자 중 한 명인 정재호에 따르면 중국은 능력(군사력, 경제력, 내부통제력,

명 이상이며 일본군 전사자는 150만 명 이상이다. 당시 일본이 해외전쟁 지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규범력),

‘15년 전쟁’ 10에 대한 양국 사이의 극심한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이

의지, 인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부 편차는 있으나

강대국의 자질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보았다. 다만 중국은 일본을 “역량중심
(力量中心: power centers)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강한 경제력

8 http://finance.people.com.cn/GB/1045/5286559.html（검색일: 200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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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재호 편(2006), 『중국의 강대국화』, 길, 45~50쪽.
10 ‘15년 전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江口圭一(1991), 『十五年戰爭小史–新
版』, 靑木書店과 중국의 胡德坤(2005), 『中日戰爭史(1931~1945)』, 武漢大學出版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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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투입한 군대의 2분의 1이 중국에 투입되었다.” 11 중국은 이 전쟁을 일본

8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한국과 중국이 반발했고, 그러자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대륙 ‘진출’로 인식해왔다.

는 A급 전범 분사론이 대두되었다. 분사론이 나온 배경은 나카소네의 신사 참

중일 간 역사인식 차이의 핵심이었던 ‘침략’과 ‘진출’에 대해서, 양측은
2010년 1월에 나온 ‘중일역사공동연구’의 결과 보고서에서 ‘침략’전쟁이었다

배 후 1985년 12월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총서기와 일본의 유명 작가 야마자
키 도요코(山崎豊子) 사이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는 인식의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언론은 공동연구 보고서에

당시 후야오방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관점은 분명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양국 간 역사인식의 차이만 부각시켰고 연구결과를 무시한 정치논문이

대해 배상청구를 포기했던 것은 일본의 반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A, B, C급

라며 반발했다. 반면 중국 측 언론은 난징(南京)학살 등 구체적인 역사 사건에

전범 총 2000여 명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해서는 안 된다

대한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의 합의에 이

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야마자키의 “B급, C급 전범 중에는 오히려 상급

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2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희생자도 다수 있다”라는 말에 후야오방은 그렇다 해

그러나 아베 정권은 ‘침략전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수정주의에 입

도 A급 전범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부분이 나카소네의 분사

각하여 과거사를 미화하고 국내외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일 간에는

론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이 말하는 일본의 소수 군국주의 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난징학살’의 문제가 쉽게 정치화되어 양 국민 사이에

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야스쿠니 신사의 A급, B급, C급 전범을 지칭

민족주의 분출을 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고,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중국의 ‘이분
법’적 대일 대응전략은 확고해졌다.13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럼에도 1992년 1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참의원 선거 과정

중국은 중일 국교정상화 이래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일본을 향해

에서 자민당의 참배 공약에 대한 일본유족회의 압력에 밀려 ‘조용히’ 참배했

언제나 ‘이분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즉 일본의 소수 군국주의 세력과 일

다. 그리고 하시모토 총리도 1996년 7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역시

반 국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1979년 4월,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여 ‘단발성’에 그쳤다.

A급 전범 합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나카소네 총리가 1985년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 13일부터 2006년 8월까지 매년 야스
쿠니 신사를 ‘연속적’으로 참배하면서 중일 간,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

11 刘江永(2007), 『中国与日本: 变化中的“政冷经热”关系』, 人民出版社, 187쪽.
12 2010년 1월 30일 공표된 중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정재
정(2010. 3), 「중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월간조
선』; 车在福（2014）, 「中日政治关系与历史共同研究之含义」, 李宇平 编, 『中国与周
边国家关系』, 台湾: 稻鄉出版社, 347~351쪽 참조.

236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 시절이던 2006년 4월 15일에 야
스쿠니 신사를 비밀리에 참배했고, 2007년 4월(제1기 아베 내각 시기) 총리 명의로
13 服部龍二(2015), 『外交ドキュメント歴史認識』, 岩波新書, 6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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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바 있다. 아베에 이어서 집권한 아소 다로(麻

의사에 따라 할 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자 2013년 4월 20일과 21일에 아소

生太郞)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

총리 역시 2008년 10월, 2009년 4월에 각각 총리 명의로 야스쿠니 신

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 참배하고, 4월 26일에는 여야 국회

민주당 집권 시절이던,14 2010년 8월의 종전기념일에는 총리를 포함한 각

의원 168명이 집단 참배를 했다. 10월 18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참배

료 전원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아베 전 총리는 참배). 그러나 2011년

하고, 12월 26일에는 아베 총리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참배를 강행했다.

12월 중국인 류창(劉强)의 야스쿠니 신사 신문(神門) 방화사건 후, 2012년 4월

그 후 아베 내각 시기, 일본 각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해를 거듭

20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참배하고, 그 후 민주당 정권의 각료도 참배

할수록 수그러들지 않고 2015년 10월에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하기 시작했다.15

모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집단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인 류창은 야스쿠니 신사 방화사건 후 한국으로 건너와서 2012년 1월

1980년대 이래 나카소네, 미야자와, 하시모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검거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부딪혀 단발성에 그쳤다. 하지만 고이즈미와 아베

일본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한국 사법부는 거부 결정을 내렸고, 류 씨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연속성’을

는 2013년 1월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류 씨의 가

이어가고 있다. 나카소네 내각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1978년 12월~1980년 7

족사16를 참고하여, 류 씨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류 씨: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에

월)

내각보다 훨씬 많은 대규모의 제2차 엔차관을 중국에게 원조하는 등 중국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류 씨의 범죄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과는 원조–피원조의 관계 구도에서 ‘단발성’ 신사 참배에 그쳤다. 고이즈미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

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계속성’은 중강일강의 대칭형 관계 구

혔으나 아베 총리는 유감의 의사를 밝혔다.

도에서,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중국과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

경고”)

제2기 아베 내각 출범 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각료의 자유

이 내재된 갈등 현상으로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의 (단발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그리고 2005
년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국에서는 반일시위가

14 민주당 집권 기간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2009. 9. 16~2010. 6. 8 / 간 나오토
(菅直人) 2010. 6. 8~2011. 9. 2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2011. 9. 2~2012. 12. 26.

벌어졌다. 1980년대 당시 반일시위의 슬로건은 일본 군국주의 반대, 나카소

15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은 2012년 8월 15일 참배, 유이치로 국토교통상,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우정민영화 담당상은 2012년 10월 18일 참배.

네 정권 타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일본의 경제침략 반대, 일본 제품 불

16 류 씨의 조부는 항일투쟁을 하다 전사했고 한국인인 류 씨의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으며 중학교 교사이던 외증조부는 몰래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다 죽었다고 한다.

일 무역 측면에서 중국이 대규모 수입초과 상태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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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등이었다. 2005년 봄의 반일시위에 비교하여, 1980년대 반일시위는 중

의 경제적 불만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으로 이어졌다”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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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7 따라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단발성’과 ‘계속성’은 중일

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약으로 내걸고 총리에 당선되었고, 제2기 아베

국력의 비대칭형, 대칭형 구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2012년 12월)에서, 제1기 아베 내각 총리의 재임 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카소네 총리는 중일 간의 분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관방장관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고토다 담화’를 발표하게 했다.

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2005년 9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총리의 야스
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무렵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참배를 두고서 중일 간 ‘신사협정’

야스쿠니 신사가 소위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작년(1985

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당시의 왕이(王毅) 주일 중국대사는 ‘군자협정’

년)에 실시했던 공식 참배는 과거 우리 나라의 행위로 인해 다대한 고통과

을 어겼다고 비판했다.19 중국이 말하는 신사협정과 군자협정은 모두 ‘고토다

손해를 보았던 근린제국의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A

담화’에 근거하고 있다.

급 전범에 대해 숭경의 뜻을 나타낸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초래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다양한 기회에 표명해왔던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2） 난징학살

과 그 위에 다짐했던 평화우호의 결의에 대한 오해와 불신조차 생길 우려가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 중에는 난징학살을 지휘한 마쓰이 이

있다. 그것은 제 국민과의 우호 증진을 염원하는 우리 나라의 국익에도 그

와네(松井石根)가 포함되어 있다. 난징학살 사건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1

리고 또한 전몰자의 궁극적인 바람에도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

월까지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과 그 인근에서 일본군이 중국인 포로와 민간인

나라가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마침내 중요한 책무

을 학살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를 담당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관계를 중시하고 근린
제국의 국민감정에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18

‘2010 센카쿠 사건’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와무라 다카
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은 2012년 2월에 난징학살을 부인했다. 그 후 일본
의 교과서가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언할 수는 없지

고토다 담화 내용의 본질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일본의 국

만, 야마카와(山川)출판사 교과서(세계사 A)는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대로 “난징학

가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고이즈

살사건 피살자 수에 대해 수천 명에서 30만 명(중국 정부 통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진상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30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중국 측)

17 모리 카즈코, 조진구 역(2006),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리북, 141쪽.
18 波多野澄雄(2011), 「日中歴史共同研究–成果と課題」, 黒沢文貴,  イアン·ニッシュ
편, 『歴史と和解』, 東京大学出版会,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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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과장됐다”, “희생자가 2만 명 정도”, 혹은 “희생자 규모에 대한

19 「中 탕자쉬안, 야스쿠니 참배는 신사협정 위반」, 『연합뉴스』(200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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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는 오늘날까지 논의 중”이라고 주석을 달아서 기술하고 있다.20
2010년 1월의 ‘중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또한 난징학살

과를 발표하면서 “역사 문제의 정치화”에서 “역사 문제의 역사화(역사 문제의 비
정치화가 아님)”

23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

의 희생자 수에 관해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은

지만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난징학살의 역사 문제는 1980년대

2014년 2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에 부각되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정점에 이르고,24 지금 시진핑–

제7차 회의에서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기념일’로, 12월 13일을

아베의 양국 정부는 “역사 문제를 정치화”하여 국내 정치의 리더십에 활용하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결정했다. 전인대의 결정문은 “중국 인민

고 있다.

의 항일전쟁은 중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며,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 이후 중국이 외세의 침략에 저

3. 영토 문제의 ‘분쟁화’와 일본 정치의 ‘보수·우경화’

항하여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민족해방전쟁이다”, 그리고 “중국 인민
의 항일전쟁 승리는 중화민족이 쇠퇴에서 진흥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1） 영토 문제의 ‘분쟁화’

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해방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닦은 이정표”라고 밝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주권을 둘러싼 문제는 첫째, 동중국해(일본명: 동지나해)

혔다.21

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문제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일본은

전인대 결정문의 이 부분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5세대 지도부도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간선 원칙을 취하고 경계는 오키나

역대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항일’을 정통성으로 삼고, 난징대학살을 국내외

와 제도와 중국 연안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대륙붕

정치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3

연장이라는 국제해양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오키나와 주상해분(舟狀海盆, trough)

월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순방 중 베를린 강연에서, “일본 군국

까지의 200해리를 주장한다.” 25

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중국 군·민 35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고,

둘째, 동중국해 EEZ 경계선 해저의 가스전 개발 문제다. 2008년 5월 후진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30만 명 이상의 중국 인민을 전대미문의 참극으로

타오-후쿠다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전면적 추진’에

학살했다”고 언급했다.22

관한 공동성명 제6항에 따르면, 양국은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

2010년 1월 중일 양국은 정부 지원하의 ‘역사공동연구(2006.12~2009.12)’ 결

20 「日本教科書質疑南京大屠殺遇難人數」, 『文匯网』(2012. 3. 29).
2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确定中国人民抗日战争胜利纪念日的决定」,
『人民日報』(2014. 2. 28).
22 「习近平在德国科尔伯基金会的演讲（全文）」, 『人民日報』(201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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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

23 波多野澄雄(2011), 앞의 글, 191~193쪽.
24 黒沢文貴, イアン·ニッシュ편(2011), 『歴史と和解』, 東京大学出版会, 2쪽.
25 모리 카즈코, 조진구 역(2006), 앞의 책, 214~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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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경계선 문제는 보류한 채 공동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중일

인정되면, 비록 공해지만 중국 군대가 그곳에서 훈련을 하거나 탐사를 실시할

간 ‘전략적 호혜관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양국의 견해 차가

경우,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

워낙 커서 여전히 타협하지 못하고 있다.

이다” 26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셋째, 오키노도리(沖ノ鳥, 중국명: 冲之島礁) 문제다. 일본은 오키노도리 ‘섬’을

셋째, 중일 간 불법조업 문제는 ‘중일어업협정’이 아닌 ‘국내법’에 준한 처

중심으로 태평양에 40만 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

리라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중일 쌍방은 분쟁을 피하고자 센카쿠열도 주변

해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면서 해양법의 원칙에 근거하

을 포함해서 어업협정을 체결해왔다. 어업협정은 돌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어선이 조업 위반을 하면 일본이 조업 중지를 요구하여 퇴거시키고, 불

그리고 오늘날 중일관계에서 갈등의 핵으로 부상한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

법조업 단속은 중국 측에 통지하여 처리를 요청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분쟁이다. 지금 시진핑–아베의 ‘대칭형’ 중일관계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

그러나 “(일본이)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중일어업협정이 아닌 일본 국

는 주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의 도화선은 ‘2010 센카쿠 사건’이었고,

내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이 사건은 중국의 힘의 외교에 일본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로 귀결되었지만 양

에게도 앞으로 국내법으로 처리할 구실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27

국 간 반일, 반중 정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0 센카쿠 사건’이 중일관계에 미친 영향은 첫째, 이 사건으로 해양 영
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초부터 배타적

2） 일본 정치의 ‘보수·우경화’

일본 정계의 우익세력은 ‘2010 센카쿠 사건’의 “처리 과정” 28을 지켜보면서

경제수역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센카쿠열도 근처 무인도에 자국어로 된 이
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99개 섬에 이름을 짓는 작업을 마무리하
고, 센카쿠열도 주변 섬 4개 가운데 기타코지마(北小島)를 국유재산 대장에 등
록한다고 발표했다. 그 무렵 중국도 일본의 조치에 맞불을 놓으며 센카쿠열도
근처 무인도 70곳에 중국식 이름을 짓고 발표했다.
둘째, 중일 양측이 해양 영토 확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국이 ‘암초’라고 주장하는 오키노도리에 무려 4,000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구축하고 티타늄 합금으로 그 표면을 에워싸서 자연적인 침식을 막고 있다.
이는 ‘섬’으로 인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적용되어 40만 km2라는 해
양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유엔에 의해 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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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分析称日本冲之鸟礁若变岛将限制中国海军发展」, 『南方日报』(2012. 5. 2).
27 마고사키 우케루, 양기호 역(2012), 『일본의 영토분쟁: 독도, 센카쿠, 북방영토』, 메디치
미디어, 71쪽, 95쪽.
28 △ 9월 7일 일본은 중국인 선장 체포영장을 청구. 그날 밤 총리관저에서 협의하여 체포
할 것을 확인. △ 9월 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외무성 보도관은 이번 사건이 일본
영해 내 공무집행 방해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중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기를 바란다고 발표. △ 9월 9일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부가 선장을 공무집행방해죄
로 나하(那覇) 지검에 송치. △ 9월 11일 중국 외교부가 가스전에 대한 중일 교섭 중단
발표. (11일 밤)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니와 우이치로 중국 주재 일본대사를 불
러 항의. △ 9월 13일 일본은 나포한 중국 어선과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선장은 계속
구금. △ 9월 19일 중국 외교부가 각료급 교류 중단을 발표. △ 9월 21일 원자바오 총리
는 중국 어선의 선장(잔치시옹簪其胸)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 조치
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9월 23일 중국은 중국 내 군사관리 지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이유로 일본인 4명을 구금. △ 9월 23일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 중단 발표.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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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을 강화해나갔다. 2008년 5월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로 격상된 이래 일

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내법(1992년 제정 영해법)에 따라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회론’과 ‘위협론’이 공존해왔으나 ‘2010 센카쿠 사

있다.

건’ 이후 일본 정계는 ‘중국=위협’의 인식이 강세를 이루었다. 그 후 일본 정

게다가 최근 출범한 제3기 아베 내각의 문부과학상에 하세 히로시(馳浩) 전

치의 일정은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요인’을 지렛대로 하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임명되었다. 그는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때 주변국

보수정치의 전형인 ‘숙(塾)의 정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가와

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 (1982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무라(河村) 나고야 시장이 주도했던 가와무라정치숙(河村政治塾), 오무라(大村) 아

바 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앞으로 일본 우익 성향의 교과서는 침략이 진출

이치현 지사가 주도했던 동해대지숙(東海大志塾)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우경화

로, 탄압이 진압으로, 출병이 파견으로 기술될 수도 있다.

의 핵심이었던 이시하라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과 함께 ‘일본유
신회’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었다.
아베(총재 후보)와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총선 공약에서부터 ‘자학사관 편
향 교육의 중단’,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근린제국조항 수정’을

III  . 중일 갈등관계가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에
미친 영향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일본 정계의 우경화의 급속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2012년 2월,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의 난징대학살 부인 발언을 시작으로, 스

1. 아베의 ‘개헌’ 가능성 제고

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듭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베 총리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바

시진핑–아베의 중일 갈등관계의 지속은 무엇보다 일본의 우익세력을 결집시

람직하다고 호흡을 맞추어나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켰고, 아베의 정치적 염원인 개헌(제9조)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

은 (미국을 향해) “위안부는 필요했었다”, “미군에게 일본 유흥업소를 이용할 것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을 권한다”는 발언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발산했다.

2015년 9월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

‘2010 센카쿠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치가 보수화로 치닫는 가운데 이시하

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는

라 도쿄도지사의 센카쿠 매입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개헌(제9조)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중의원 총선 이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정권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은 이

격상시키고, 국방비를 확충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정치적
염원으로 생각해왔다. 아베 총리는 “미군이 공격받을 때 현행법 때문에 일본

24일 오키나와현 나하 지방검찰청이 중국인 선장을 처분보류로 석방 발표. 마고사키 우
케루, 양기호 역(2012), 위의 책, 메디치미디어, 68~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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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모른 척한다면 미일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 29는 지론을 갖고 있다.

<표 3> 2013년, 2014년 참의원·중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및 ‘개헌’에 대한 입장

아베 총리는 ‘개헌(9조)’을 향한 전 단계로서 개헌 의결 정족수를 중의원·참의
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줄이려 했으나 입헌주의에 어긋난다거나 편법이라
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의원·참의원 3분의 2를 확보
해야만 한다.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표 3>에서 보듯이 자민당과 개헌 지지
정당의 압승이었다. <표 3>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공명
당이 차지한 의석이다. 공명당은 연립여당이긴 하지만 ‘자위대의 국방군 격상,

2014년 12월 중의원 31

2013년 7월 참의원
정당

자민당

개헌
(96조와 9조 개정)

개선
의석
65

비개선
의석

총의석

50

115

총선
공시 전
293

총선 후
291( -2)

11

9

20

31

35(+4)

*가헌

반대

42

59

62

73(+11)

반대

반대

모두의 당

8

10

18

18

해산(2014. 11)

지지

지지

일본유신회

8

1

9

42

유신당, 41( -1)

지지

지지

반대

반대

–

–

일본공산당

8

3

11

8

21(+13)

차세대당

0

0

0

19

2( -17)

0

2

2

5

2( -3)

憲)’의

1

2

3

2

2
8( -9)

명을 합쳐 20석이 되었다. 참의원 전체 242석 중 자민당 의석은 당선된 65명

지지

17

생활의 당

2013년 참의원 선거 결과 공명당은 모두 11명이 당선되어 비개선 의석 9

지지

공명당

사민당

에는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을 추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9조

민주당

집단자위권 행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부정적이고, 개헌보다는 ‘가헌(加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헌’이란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의 개정

96조

무소속

2

1

3

17

기타

1

1

2

20

합계

121

121

242

479(결원1)

정수:
480 → 475

* 출처: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국내외 언론을 참고하여 필자가 분류

을 합쳐 모두 115석이다. 공명당 의석(20석)을 합치면 135석으로 과반(122석)을
넘는다. 또 2013년 7월 당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모두의 당30을 포함하여

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발의하면 개헌 여부가 국

개헌 지지 정당 의석의 합은 144석이나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2석)에

민투표(과반 이상 찬성)에 부쳐진다. 집권 여당은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할

미치지 못했다. 공명당을 포함시키면 164석으로 3분의 2를 넘어선다.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 의석은 3분의 2를 확보하

중의원의 경우,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총 의석수 475석의 3분

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결과에 아베 총리의 개헌의

의 2인 317석이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291석과 공명당

향방이 달려 있다. 아베 총리 또한 2014년 중의원 총선 후, 자민당의 후나다

35석을 합치면 326석으로 충족된다. 일본 헌법 제96조의 개헌 요건은 중의원

하지메(船田元) 헌법 개정 추진본부장과 만나 헌법 개정의 국회 발의와 그 찬반
을 묻는 국민투표 시기를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로 하는 것이 “상식적일

29 「자위대를 국방軍으로, 침략전쟁 전면 부정 …… 日, 전범국가 회귀하나」, 『조선일보』
(2012. 11. 22).
30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후 모두의 당은 해산, 일본유신회는 분당 후 유신당으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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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衆院選 2014」,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14/
(검색일: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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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32
일본은 역사상 두 차례, 즉 전전의 군사대국과 전후의 경제대국으로 ‘일본

<표 4> 일본 헌법과 일본 부상의 상관관계
1868

1889

1915

굴기(崛起)’를 실현한 바 있다. <표 4>에서 보듯, 전전은 메이지 유신(1868년)으

1945

1975

21개조 요구

1991

2012

이라크전쟁

로 근대화에 앞선 일본이 대일본제국헌법(별칭 ‘메이지헌법’)을 바탕으로 국가체제
를 정비한 뒤, 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제2차 세계대전 패
전까지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1915년에 중국에게 ‘21

헤이세이헌법?
메이지헌법

평화헌법

개조 요구’를 하면서 군사력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중국은 1915년을 기점으
로 국력이 점점 쇠약하여 구미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전후는 패전을 경

메이지유신
(서구화)

메이지헌법과 일본 부상(1차)

평화헌법과 일본 부상(2차)

개헌논의, 헤이세이헌법(가칭)과
일본 부상(3차)?

험한 일본이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을 부인하는 일본국 헌법(별칭 ‘쇼와
헌법=평화헌법’)을 토대로 단기간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후 스스로 주창한 일본부흥(=강한 일본)을 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개헌’은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

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몰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다고 본다. <표 4>는 일본의 새로운 헌법을 ‘헤이세이(平成)헌법(가칭)’이라고 한

1991년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한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다. 1990년대 일본의

다면, 미래 일본의 ‘국가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자 과거 두 차례 일본굴기의

개헌 논리는 “일본이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

토대가 되었던 일본 헌법의 성격과 ‘국가 발전 방향’과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아베 총리의 ‘개헌(제9조) 논리는 1990

도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실현한 전전의 일본굴기는 메이지헌법을 토대로 부

년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 즉 1990년대의 개헌 논리가 이라크전

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대국으로 부상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

쟁을 계기로 ‘보통국가화’라는 다소 추상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

와 화합하지 못하고 패권 지향적인 국가로 변했고, 부단한 침략전쟁의 결과로

의 개헌 논리는 일본이 ‘2010 센카쿠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중국 요인’에서

국가적 패망을 초래했다. 전후의 일본굴기는 미국의 핵우산 속 평화헌법 체제

비롯된 것이다.

하에서 경제 재건에 몰입하여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일어섰고, 2010년까지

필자는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중일 갈등관계가 지속된다면, 아베 총리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의 중일 ‘9·7 센카쿠 사건’이 아베 총리의 개헌

32 「首相, 国民投票は来夏の参院選後に 憲法改正へ意向」, 『朝日新聞』(2015. 2. 5).
http://www.asahi.com/articles/ASH245S79H24UTFK00F.html?iref=sp_poltop_
all_list_n005(검색일: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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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면, 향후 헤이세이헌법(가칭)의 성격과 내용
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일본의 국가 발전 방향과 미래 지향점은 향후 중일관
계 발전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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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 중국의 외교기조 전환

을 선명히 했다”라고 해석했다.33

1） 일본의 외교기조 전환

2） 중국의 외교기조 전환

고이즈미 내각 이래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중일 갈등의 지속은 양국의 외교노

시진핑 또한 미일동맹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일관계

주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오랫동안 ‘경제 중심’을 외교기조로 유지해왔

에서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전략적 밀월기도 있었다.

고, 30여 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으로 2010년에는 G2 국가로 부상했

고이즈미 시기의 역사 갈등을 넘어 2006년 아베 총리의 방중, 2007년의

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신형대국관계’ 34를 제안하며 ‘강대국 중심’을 외교기

원자바오(温家寶) 총리의 방일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방중, 그리고

조로 취해왔다. 2012년 2월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방미 기간에 중국과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시에 양국이 ‘전략적 호혜 공동성명’을 발

미국의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21세기의 신형대국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표한 것은 중일관계의 급반전이었다. 그 뒤 2009년 9월에 일본 민주당이 집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

권하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창하고,

국관계를 “서로 대항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여 서로의 핵심이

중국을 향해서는 동중국해를 “우애의 바다”로 만들자며 동아시아 공동체 건

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윈윈”하는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립을 제안했다. 그 뒤 2010년 1월에는 양측이 중일역사공동연구의 결과 보고

최근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근래 외

서를 공개 발표하는 등 상호 간 역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교정책을 리셋(reset)하여 ‘주변외교’를 우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5 시진핑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또한 2010년 6월 취임 후 국회연설에서 “아시아를 중

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에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를, 10월 인도

심으로 이웃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래 동아시아 공

네시아 방문 시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제안하면서,36 동시에 아

동체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아시아 중시외교를 이어갔다.
일본의 외교기조 전환의 도화선은 ‘2010 센카쿠 사건’이었다. 간 총리는
2011년 1월 20일 일본의 민간외교추진협회 주최의 연설회에서 ‘역사의 분수
령에 선 일본 외교’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
어도 미일동맹은 유지·강화되어야 할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했다. 이 연
설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미국의 경계의식을 불러일으켰던 동
아시아 공동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며 “하토야마 노선과 결별을 명확
히 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마이니치신문』도 이를 근거로 “대미협조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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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외교 ‘친미 회귀’…… 동아시아는 다시 뒷전」, 『한겨레』(2011. 1. 21).
34 신형대국관계란, 2010년 5월 당시 중국 국무위원이었던 다이빙궈(戴秉国)가 제안한 것
으로,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 문화전통, 발전 단계를 갖는 미중 간에 상호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여 윈윈하는 관계를 말한다.
35 François Godement, “Explaining China's Foreign Policy Reset”. http://www.ecfr.
eu/publications/summary/explaining_chinas_foreign_policy_reset3001(검색일:
2015. 4. 17).
36 2013년 시진핑의 주도로 중국의 옛 실크로드를 육지(一路)와 해상(一帶)에서 부활시킨
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주변국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인 46억 명의 인구가 있다. 일대일로의 지리적 범위는 아시아에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
카까지이고,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30%를 넘어서는 20조 달러 규모라고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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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 후 시진핑은 10월
24~25일 베이징에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

<표 5>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 행보(2014년 5~11월)
시기

談會)’를 개최하여 향후 5~10년간 중국의 주변외교에 관한 전략 목표, 기본 방

침, 총체적 구조를 확립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2014년 11월에도 정치국 상무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5월

했다. 시진핑은 두 회의에서 일관되게 ‘주변외교’ 중시를 강조했다. 중국 스스
로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주변외교를 성실히 전개하

7월

•한국 단독방문(한중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8월

•몽골 단독방문(중·몽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등 중앙·남아시아 4개국 순방

9월

중국의 ‘주변우호협력지대 확대’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중·인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인도 일간지 『힌두』에 ‘아시아 번영의 세기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글 기고

여 주변우호협력지대를 확대하고, 미국과는 협력을 통한 안정된 국제환경, 즉
‘신형대국관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진핑의 아시아 신(新)안보관: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아시아인이 처리해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BRICS)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설치 추진
–푸틴과의 정상회담(상하이)에서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 37를 주재하
여, 향후 중국 외교의 방침과 전략을 밝히면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강조

외교 행보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개최
11월

–중일 ‘관계 개선 4개항 합의문’을 작성하여,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2008년)로 복귀 희망
•취임 후 첫 중앙외사공작회의 개최

‘가치관 외교’, 게다가 미일동맹이 아시아판 나토(NATO)를 설립하여 중국을 겨
냥하는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
호 이익을 증대하여 미일의 포위망을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중

국은 동아시아와는 유교사상, 남아시아와는 불교문화, 중앙아시아와는 ‘실크
로드’, 동남아시아와는 끊을 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묶여 있다”는 논리를 내
세운바 있다.38 그리고 시진핑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전한 『인민일보』는 “중

국 정부는 최근 ‘일대일로’에 대한 공식 영어 표현을 내놓았다. 대외 공문에서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로 규범화하고, 약
칭은 “the Belt and Road”로 표현하고, 이를 줄여서 “B&R”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37 중국 외교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은 중국공산당의 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Central
Leading Group for Foreign Affairs: CLGFA)에 의해 결정된다. ①中央外事工作領導
小組는 중국공산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도록 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전문의 정신
에 따라 설치되었고, 마오쩌둥 시대에 한때 폐지되었으나 덩샤오핑 시대인 1981년에 다
시 재개되었다. 장쩌민은 1991년 ‘전국외사공작회의’를 열었고, 후진타오는 2006년 ‘전
당외사공작회의’를 열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2000년 9월에 ②中央國家安全工作領

導小組를 만들었고, 2012년 11월의 18대 공산당대회에서는 ③中央海洋權益領導小組
를 만들었다. ①의 組長과 組員이 ②와 ③의 小組의 구성원을 겸하고 있어, 현재 組長
인 시진핑이 이끄는 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는 중국의 국가안보·대외정책·해양안보까
지 총괄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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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는 반드시 자신만의 특색을 지녀야 한다[中國外交必须具有自己的特色]”는
사설에서, 주변외교 이념으로 ‘친·성·혜·용’과 ‘운명공동체론’을 강조했다.39
게다가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이 2014년 한 해 동안 보여
준 주변국을 향한 정상외교도 주변외교 중시를 뒷받침한다.40

38 『人民日報』(2014. 8. 21).
39 『人民日報』(2014. 12. 1).
40 車在福（2015）, 「东北亚安全合作课题: 习近平-安倍时代的中日关系改善」, 虞少华
编, 『构筑互信 推进合作』, 人民出版社, 8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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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신(新)질서와 한중일 3국 협력 담론의 퇴색

다.44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1997년 이후 18년 만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을

다시 개정하여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2015년 9

시진핑–아베의 갈등과 대립은 동아시아 정세를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대립

월 22일, 아베 총리는 정치적 염원이었던 ‘전후 체제 탈피’, 즉 일본의 집단자

구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3 회계연도 ‘국방

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은 이제 이전의

수권법’ 41에서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추가 조

수동적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 군사

항을 포함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미국은 2013년 7월에 중국 군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했다. 미국의 언행에서 보듯이 시진

함의 일본 함정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건(2013. 1)을 들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핑–아베 시기에는 중일 간 문제가 중미 간 문제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특징

에서 중국 위협”을 거론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아태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이다.

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42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중국 또한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시진핑은

국 국방부장관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2013. 11)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

2013년 3월과 7월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전쟁을 위한 준비를 철

기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일 영토 분쟁 시 동맹국인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

저히 하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훈시와 “실전능력 함양과 승

고 밝혔다.43

전을 위한 강군 목표”를 제시했다.45 아베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최근 더욱 뚜렷해졌다. 애슈턴 카터(Ashton

2014년 1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 후 기자회견

국방부장관은 2015년 4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제1차 세계대전 때

도쿄 회담에서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모든 시정권(施政權)에 미치고, 미국

영국과 독일이 현재의 중국과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

은 일본의 센카쿠열도 시정권에 대해 (중국의)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나 협박행

으면서도 1914년에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46 그리고 중국은

위에 반대하고, 남중국해 현상을 바꾸는 어떠한 협박행위도 반대한다”고 했

러시아와 함께 2014년 5월 상하이 앞바다에서 특정 해역을 외부의 침공으로

Baldwin Carter)

부터 보호한다며 ‘2014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15
41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란, 매년 미국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 예산을 승인하는 법으로 미국 국방정책의 공식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
료다.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의 국방 관련 기관들의 예산 규모와 정책이 결정되고 그에 따
른 권한이 부여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월 2일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
명했다. 이번 법안은 2012년 12월 상원에서 98명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42 「美参议院称中国在钓鱼岛及南海威吓动武」, 『中国新闻网』(2013. 7. 29).
43 車在福（2015）, 앞의 글,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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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에 중국 주도의 AIIB가 정식 출범하고, 10월에는 미국 주도의 TPP가

44 「外交部: 坚决反对美日利用同盟损害第三方利益」, 『人民日報』(2014. 4. 9).
45 「紧紧围绕实现党在新形势下的强军目标 全面加强部队建设」, 『人民日報』(2013. 7.
30).
46 박봉식(2014), 「일본 아베 총리의 1차 세계대전론」, 『북한』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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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되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

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무산되었

57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 주도

고, 2012년과 2013년 역시 중일관계 경색으로 무산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의 TPP 교섭이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일본은 2013년 7월에 참가) 5년 반 만에 타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제1차 회의 일본 후쿠오카 개최를 시작으로

결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

2012년 5월 제5차 회의 중국 베이징 개최까지 매년 일본 → 중국 → 한국 순

는 없다”며 미중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으로 개최되었다.48 그러나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

지금 한중일 3국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3국은 역동적으로 발

일 정상회의 또한 중일 갈등으로 무산되었다.

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GDP의 약 5분의 1,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교
역액과 인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으나 3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반복되

IV  . 결론을 대신하여

는 역사 문제로 한계에 이르렀다.
한중일 3국은 199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열한 차례의 아세안+3 계기

이상에서 2001~2015년 기간, 중일관계 갈등 지속의 원인을 분석한 바, 양국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갈등의 기간, 정도, 대립각의 크기는 20세기 후반 비대칭형 관계 구도와 21세

의 3국 간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기 초반 대칭형 관계 구도일 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그 연장선에서 2011년에는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진핑–아베의 중일 갈등관계가 동아시아 신질서 형

Secretariat)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성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아베의 정치적 염원이었던 현행 헌법의 개헌을

하지만 오늘날 한중일 3국 관계는 중일 간 역사와 영토 갈등, 한일 간의 역

향한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16

사 갈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아세안+3

년 참의원 선거 이후 헤이세이헌법(가칭) 출현의 가능성을 높혔다. 둘째, 시진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 47는 1999년 제1차 회의 필리핀 마닐라 개최를 시작으

핑–아베의 갈등관계 지속은 ‘2010 센카쿠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고, 이 사건

로 2011년 제11차 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까지 매년 1회 순조롭게 진행

이후 일본의 대중국 국가 이미지(위협)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위협론의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이 순식간에 미일동맹 강화로

47 제2차 회의 싱가포르 개최(2000. 11), 제3차 회의 브루나이 개최(2001. 11), 제4차 회
의 캄보디아 개최(2002. 11), 제5차 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2003. 10), 제6차 회의
라오스 비엔티엔 개최(2004. 11), 제7차 회의 필리핀 세부 개최(2007. 1) (* 2006년은
아세안+3 미개최로 2007년 1월에 제7차 회의 개최), 제8차 회의 싱가포르 개최(2007.

바뀌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아베 내각에서 역대 최강의 미일

11), 제9차 회의 태국 파타야 개최(2009. 4), 제10차 회의 베트남 하노이 개최(2010.
10), 제11차 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2011. 11).

48 제2차 회의 베이징 개최(2009. 10), 제3차 회의 제주 개최(2010. 5), 제4차 회의 도쿄 개
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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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는 중국이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

채,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과

과 동아시아 역내는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대립구도의 신질서를 형성하는

중국의 외교기조의 전환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발전 논리도, 한국의 동북아 전

대신 기존의 한중일 3국 협력 담론은 퇴색되었다.

략 논리도,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3국 협력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서

다행히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양국은 교묘하게 “관

는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으로 초래된 역사 갈등을

계 개선 4개항 합의문” 49을 내세워 어렵사리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극복하고 한중일 3국은 협력체제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2015년은 여느 때보다 동아시아 주요국 간의 정상회담이 잦았다. 4월의 반둥

는 각국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회의(중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일 정상회담, 9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첫째,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그

정상회담, 10월 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지만 동아시아 역내는 여전

러기 위해서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

히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정세에서 2015년 9월 중국의

일, 한일 갈등은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를 망각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 중

전승절 계기 한중 정상회담 및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2013년에 개최

국 또한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자국의 핵심이익이 중요한 만큼 역

되지 못한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돌이켜보면, 중

내 공동의 이익 관리에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중일 갈등·대립관계가 장

일관계 경색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의 불

기화된다면, 그 역풍으로 일본의 우익세력은 더 공고히 결집할 것이고, 우익

발과 3국 협력체제 기능의 불협화음이었다. 그리고 중일관계 경색의 주요 원

세력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의 역사를 그들의 방식으로만 기억하려 할 것이다.

인은 역사 문제였다. 2015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3국

한국에서는 시진핑–아베 시기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없이는 향후 언제든 파행으

적 전망이 팽배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 갈등보다는 ‘전략적 호혜’에 더 기민

로 치달을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에 의한 중일 역사 갈등 후 2006년 아베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역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총리가 양국관계를 급반전시켰던 것처럼, 중일관계는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호혜’를 읽어내고, 한중

49 △ 제1항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4개 ‘정치문건’상의 원칙과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
인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 제2항 “‘양측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해나가자는 데 대해 일부 합의했다.” △ 제3항 “양측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
다오) 등 동중국해에서 최근 몇 년 새롭게 조성된 긴장국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
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위기관리 시스템
을 조성하여 불의의 사태를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 제4항 “양측은 각종 다자간·양자
간 채널을 활용, 정치·외교·안보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해나감으로써 정치적 상호신
뢰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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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국 협력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역사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한일, 중일 역사공동연구에 이어서 한중일 3국 정부
공동지원하의 ‘역사공동연구’를 검토해야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화해
는 국가 간 적대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정치의 과정으로, 여기
에는 3단계 해법이 있다고 한다. “국교정상화 같은 절차적(procedural) 화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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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과 배상 및 보상의 물질적(material) 화해, 그리고 공동의 역사교과서 발
간 등 마지막 관념적(ideational) 화해”를 말한다.50 지금의 한일, 중일 간 반복적
역사 갈등은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간
을 요하지만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에 의한 올
바른 역사인식 공유가 중요하다. 한일 간에는 2001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
례의 역사공동연구가 있었고, 중일 간에도 2006년에 한 차례의 역사공동연구
를 실시한 바 있다.

동북아 3국의 협생을 향하여
엘리제 조약의 변용을 통한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

셋째, 서울에 소재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조직을 확대
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정

I. 머리말

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II. 제도화된 우호관계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협력 사업도 실시 중이다. 2008년 이후에
는 네 차례 정상회의에서 각종 협력안(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3국 갈등의
근원인 역사 문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은 의제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 3국
간 정상회의가 역사 갈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중
일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조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50 천자현(2013), 「화해의 국제정치: 화해 이론의 발전과 중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14쪽.

262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III. 과거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사적 비교
IV. 엘리제 조약에서 얻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
V. 결론을 대신하여

박창건 | 국민대학교

동북아 3국의
협생을 향하여
엘리제 조약의 변용을 통한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

I  . 머리말
이 글은 동북아 3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각국의 이해관계 다변화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력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생(協生)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역 협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동북아 3국
협생을 정치사회동태적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려는 시도다. 동북
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인식은 ‘제도화된 우호
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란 역내 국가들
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합의된 규범, 규칙, 규약 등의 일반화된 원칙으로 발
박창건(朴昶建)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본외교정책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Japan’s policy stance on East Asia neo–egionalism: from being a “reluctant”, to
becoming a “proactive” state」(『Global Economic Review』 35–3, 2006), 「국제해양레짐의 변
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동(북)아시아의 미시–지역주의 관점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1, 2011),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국제정치논총』 52–4, 2012), 「G2時代に
おける韓国の対外通商政策: FTA ヘッジング戦略」(『アメリカ太平洋研究』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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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공영의 우호관계를 제도적으로 정
착시키려는 하부–지역(sub -region)1 협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

* 이 글은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3호(2014년 가을)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둔다.
1 훅(Hook)과 컨스(Kearns)는 1999년에 출간한 Subregionalism and World를 통해 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부-지역 그룹들을 둘러싼 제도화의 변형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하부-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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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을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틀이 상호이해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 3
국 협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맞추고자 한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동북아 3국은 새로운 인식과 종래와 다른 발전적 이
론과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협생의 길을 모색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는 시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국가 간 협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북한 핵·미

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종래와 같은 세

사일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갈등과 대립,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동맹

력균형론적 접근만으로는 협생을 기반으로 한 지역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의 강화,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이 대표적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1963년 1월, 유럽

이다. 특히 동북아 3국 협생을 저해하는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요인은 역사

통합을 견인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독-프 우호조약’, 일명 엘리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갈등과 대립이다. 불행하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약(Élysée Treaty)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

국가는 일본이다. 2013년 4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

하고자 한다. 전후(戰後) 독일과 프랑스의 발전은 유럽통합의 성공에 달려 있으

예산위원회의 열린 문답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

며, 유럽의 협생은 엘리제 조약을 통한 양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 구축과도 직

해지지 않았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엘리제 조약이 유럽의 협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

르다”라는 발언을 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논란의

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도화된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체

여지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2 전후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의

계적이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공진(共進)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화해

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피지배 관계로 인한, 청산되지

(reconciliation)

않은 과거사의 잔재가 동북아 3국의 협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동북아 3국의 협생

노력은 현재의 동북아 3국의 협생을 위한 자구의 방향을 제시하

을 역사·영토와 정치 문제의 분리 접근에 의한 하부-지역 차원의 단위 분석
지역(sub -region)이 긍정적인 형태의 제도화된 협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의 하부-지역이란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ASEAN 10개국)와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3개국)로 양분하여 하부-지역의 분석을 위한 단위로 정립하여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Glenn. D. Hook and Ian Kearns, eds.(1999), Subregionalism and World
Order, London: Macmillan.
2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는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
과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고조된 국내의 불안 여론을 ‘전후 체제 탈피’라는 우경화 정
책을 통해 잠식시키고, 지지세를 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The Washington
Post(201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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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도화된 우호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동북아 3국 협력 연구
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
시한다. 제Ⅲ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전후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역사와 영토
문제를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유럽통합의 추진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제 조약의 특징과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동북아 3국의 협생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전체적
인 논점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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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제도화된 우호관계

동북아 3국 협력관계의 변화 상황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논리를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협생의 개념과 연계된 제

2008년부터 정착된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이 협생의 길로 나아갈

도화된 우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적 분석을 회피하는 경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

향을 보이고 있다.

행되고 있지만 ‘협생(協生)’이란 관점에서 동북아 3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이 글에서는 동북아 3국이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협생의 길

기반으로 한 지역 협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동

을 향해 자국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양보하는 정책 노선으로 제도화된 우호관

북아 지역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의 담론과 지역 협력 체제에 대한

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논의를 통해 자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3 이러

중일 3국이 각국의 위상과 이익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미래발전적인 측

한 현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첫째, 동북아 지역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통합과 진전을 향한 긴밀한 정책적 공조와 협조를 통한

힘의 분포가 역내의 안정된 질서를 정착시켜 지역 협력에 기여한다는 패권안

연대의 끈으로 이어져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정론,4 둘째, 지역 강대국이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면서 지

다.7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이 공유하는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으로 구성

역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책임대국론,5 셋째, 역내의 갈등과 충

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화해의 역사와 이해관

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존

계가 너무 많이 닮은 독일, 프랑스, 폴란드 3국의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 3국

경받는 협력국가를 지향하려는 균형국가론6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의 협생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주목할 것은 오랫동안 진
행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변화다.8 지난 300여 년간 다섯 번의 전쟁을 치르

3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Kent Calder and Min Ye(2010),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artina Timmermann and Jitsuo
Tsuchiyama, eds.(2008),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 Step towards
Global Governance, Tokyo and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Jehoon Park and T.J. Pempel and Gérard Roland, eds.(2008),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Political Conflict and Economic integration,
Cheltenham and MA: Edward Elgar 참조.
4 Gilbert Rozman(1998), “Flawed regionalism: Reconceptualizing Northeast Asia in
the 1990s”, Pacific Review 11–1.
5 毛利和子(2006), 『日中関係: 戦後から新時代へ』, 東京: 岩波書店; 한석희(2004), 「중
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국제정치논총』 제44집(1)호; Liping Xia(2001),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6.
6 문정인(2005), 「동북아균형자론의 갈길, 동북아균형자론, 가능하다 소프트파워의 예방
적 외교라면……」, 『넥스트』 6월호; Akio Takahara(2013), “Japan and Chin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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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국 간에 쌓인 적대 감정은 한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일본의 적대 감정보
다 훨씬 뿌리가 깊지만,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과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라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화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엘리제 조약이 체

결되었고, 양국이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 역

regionalism and the emerging East Asian order”, in Hugo Dobson and Glenn D.
Hook, eds., Japan and Britain in the Contemporary World: Responses to Common
Issues, London and New York: Rotledge.
7 宇野重昭(2012). 『北東アジア学への道』, 東京: 国際書院, 352~356쪽.
8 김준석(2011), 「프랑스–독일 관계의 변화와 유럽통합: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연구』 제
20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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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전쟁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매끄럽지 못

패러다임에서는 탈피했지만 여전히 미래 지향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지 못하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외교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과 함께 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동북아 지역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독일과 프

성된 각국의 집단기억으로 각인된 적대의식, 편견, 갈등 등을 해소하는 과정

랑스의 화해와 협력은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힌트가 되기에 동북아 3국에게

이 현실에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상호 간에 화해되지 않은 채 상이한 역사

는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본과의 과거사

물론 전후 유럽의 역사·영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상의 표본을 낳는 데 산

문제를 필두로,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집단기억의 갈등을 겪고 있는

파 역할을 한 엘리제 조약이 현재 동북아의 역사·영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동북아 3국으로서는 엘리제 조약의 역사적 화해와 협력 접근 모델 중 독일-

해법으로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존 논의는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찬

프랑스 그리고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성론자는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적 공감대와 역사적 경험을 감

서 한중일 3국은 일국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교차 혹은 초국가적

안하더라도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엘리제

역사인식으로 과거 역사를 깊이 성찰하고 보편적 맥락에서 하나의 모델로 공

조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는 유럽과

유할 수 있는 ‘동북아 역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사이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므로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특수

역사교육은 상대의 ‘국민화 과정’을 알고, 나아가 역사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한 사례일 뿐이며, 동북아 지역의 역사·영토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

논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에 한걸

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이 연구에서

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는 엘리제 조약의 협력 사례의 변용을 통해 동북아 3국 협생의 ‘인식 공동체

둘째, ‘현재’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다. 한중일 3국은 제조업 분야

형성해나가는 분석의 틀로서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구

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축을 제시하고 있다.9 여기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는 동북아 3국 협생으로서

한자문화의 공유 등 공통점이 많아서 여타 지역 단위에 비해 협력 가능 분야

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이다.

가 많으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좀 더 구체

(epistemic community)’를

첫째, ‘과거’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이다. 탈경계의 초국가적 과정

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인식에 대한 마찰은 과거 회귀적인

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굴레를 벗고 화
해와 협력을 위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실
현할 리더십이 없었다면 양국 간 우호관계가 그렇게 빨리 형성되지 않았을 것

9 Peter M. Haas(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 Peter M. Haas,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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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독

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12 하지만 동북아 3국 정상회의의 실상은 역내의 갈

일-프랑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요인이 급부상하면 대화 채널이 일시 중단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정상회

한중일 3국의 정치 지도자 역시 제로섬의 관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윈-

의는 당면한 역사·영토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운영의 묘를

윈의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반

살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으로 한 협력 증진의 리더십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10
셋째, ‘미래’에 대한 통합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동북아 3국이 협
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부-지
역통합 레짐(sub -regional integration regime)’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

III  . 과거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사적 비교

다.11 엘리제 조약의 핵심 조항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정례적인 회합’을 갖
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양국 정상의 만남이 제도화되었고, 이후 지속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국내의 주요 사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 대화를 통해 갈등 사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합의해낼 수 있었으며, 이는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고자 자국의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있었던 의혹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기여했다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

고 판단된다. 한중일 3국의 지역통합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민화의 과정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요

2008년 동북아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2011년 3국 협력사무

구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와 영토 문제의 정치화 현상

국 출범을 통해 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기본 틀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움직

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국가주의를 기

임은 중앙정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 간의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국경을

반으로 한 ‘문명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13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

초월한 인프라 정비,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산업, 관광, 환경, 문화, 교육 등

은 마치 ‘게르만 문명권’과 ‘라틴 문명권’의 불가피한 충돌로 비쳐졌다는 사실

과 같이 지속가능한 협력 분야에서부터 동아시아의 하부-지역통합을 제도적

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은 과거사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억이 정치화되고, 이렇게 정치화된 기억이 자국 중심의 일국사적 역사교육

10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2011),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한울, 11~12쪽.
11 Park, Chang -Gun(2009), “Explaining the dimensions of neo -regionalism in East
Asia: a Japanese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7 -2, pp.
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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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창재·방호경·나승권·이보람(2012),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대외경제연구원,
33~65쪽.
13 Samuel P. Huntington(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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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물려서 물질적인 군비 확충 못지않게 국민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고착화

과 일본의 전후 인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독

시키는 ‘국민정서법’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일의 ‘죄인 문화’와 일본의 ‘수치 문화’를 비교하여 양국의 전후 인식의 차이를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중일 3국은 역

문화유형론으로 설명했다.16 모치다 유키오(望田幸男)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사교과서 문제, 신사 참배 문제,14 영유권 문제, 강제동원자와 원폭 피해자에

양국이 겪은 점령 체제의 차이, 경제 성장의 배경,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체

대한 배상 문제 등의 쟁점이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갈등과 대립, 반목이

험의 차이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의 형성 등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은 역사 문제로, 반면

식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17 이원덕은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일본은 영토 문제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방식

정책을 국제비교론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정

은 대중화된 일국사적 역사교육이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적 도

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규범적 한계를 제기했다.18

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적대관계의 심화에 국민이 더 적극적

우리가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관계사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독·프·폴

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3국이 경험한 전쟁에 대한

과 달리 한중일 간의 공동교과서 협의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는 냉전과 경

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처

는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 문제와 영토 문제가 되풀이되는지에

리 방식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경험한 주변국 피해자들과의

대한 배경과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다. 아마도 그 중심에

화해와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는 각국의 다른 역사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

일본의 과거사 극복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한중일 3국에서 여전히 현재진

교육이란 공동체의 주체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와 그 경계

행형이다.15

를 넘어서는 삶에 영향을 주고 올바른 생각과 이성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

이는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독·프·폴 3국에서

는 지식, 판단, 능력, 의지를 형성하는 도구다.19 이런 맥락에서 역사교과서는

유사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극명
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독일

14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 Mong Cheung(2010),
“Political survival and the Yasukuni controversy in Sino -Japanese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23 -4; John Breen, ed.(2008), Yasukuni, the War Dead and the
Struggle for Japan’s Past, New York: Hurst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高橋
哲哉(2005), 『靖国問題』, 東京: ちくま新書.
15 高橋哲哉(1999), 『戦後責任論』, 東京: 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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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uth Benedict(1989),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 Mass: Houghton Mifflin.
17 粟屋憲太郎·三島憲一·望田幸男·田中宏·広渡清吾·山口定(1994), 『戦争責任·戦
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東京: 朝日新聞出版社.
18 이원덕(2008),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국제 비교의 관점」, 『동북아역사논
총』 제22호.
19 近藤孝弘(1998), 『国際歴史教科書対話: ヨーロッパにおける「過去」の再編』, 東京:
中央公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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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권자에게 판단력 형성, 정치적 입장의 형성, 정치적 여론 형성 과정

‘역사 단위로서의 유럽’이 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22 이러한 움직임은 탈

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참여를 도와주는 여과작용을 통해 믿을 만한 준

국민국가적 공동 교과서 운동이 국민국가 간의 정치적 평화와 화해운동이라

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교과서 협의’를 통해

는 과정과 동반되어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서 발전시킨 다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반목을 접고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층적 실천운동으로서 한중일 3국의 공동 역사교과서 논의에 훌륭한 지표로

독일과 폴란드가 화해 정책을 기반으로 ‘역사교과서 협의’를 통해 마음의 통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합(integration of mind)을 실현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3국이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20

이처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통해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

I n s t i t u t e fo r

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하

같은 민간연구소의 헌신적 노력이 유럽의 교과서 협의

고 있다.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첫째,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

를 이끌어내는 데 산파 역할을 했다. 이는 교과서 협의를 위한 노력이 민간의

잡힌 역사교육이 프랑스 혹은 폴란드와의 적대관계의 뿌리 중 하나라고 인식

탈이데올로기적 새로운 세계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었

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했던 선각자들의 역할, 둘째, 이러한 선각자들의 노력

고, 나아가 동북아 3국보다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많은 유럽에서도 국민국가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해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셋째, 독일 시민들의

들 사이의 서로 다른 경험과 아픈 기억이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화해하지 않고

자발적 각성에 의한 탈국가주의적 시민의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23

서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는 힘들었다는 점을 각인

이에 반해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과거사를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과 대립

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간의 역사교과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역사교

서 협의21는 유럽공동체 논의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에 힘입어

육을 자국 중심적 사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비록 일본 정부

또한 게오르크–에커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G e o rg -E c ke r t
International Textbook)와

가 전쟁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 몇 차례 유감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
20 김세연(2001),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방 연합국에 의한 독일의 전후처리」, 『한·독 사회
과학논총』 제11권 제1호, 17쪽.
21 주목할 것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교하여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교과서 협의가 순조롭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적대적 국가 간 역사교과서 협의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요구되었던 독일과 프랑스 대화 과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첫째,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대화의 독립성 보장, 둘째, 역사교육 목표
가 국민의 정체성 확립보다 자국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점에 대한 교육계와 일반 사
회의 어느 정도 합의, 셋째, 대화를 담당하는 행위자들의 전문성과 지적 공동체의 규칙
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승렬(2008), 「독일·폴란드의 국경 분쟁과 역
사 분쟁: “슐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김승렬·박용희·문수현·이용재·김종법·최재
희·민경헌,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6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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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어떤 일본 정치가도 1970
년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주 지역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같은 속죄의 제스처를 과거 식민지 국가에게 진심으로 보

22 김유경(2002),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의 역사교과
서 협의」, 『역사비평』 제59호, 382쪽.
23 김승렬(2008),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
계』 제49집,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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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있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
전시킬 것을 천명했다.26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이다.24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힘있는

이와 같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식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

외교’를 외치는 전후세대 보수 정치가들이 주류를 이루어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기억의 전쟁’을 종식시키며, 나아가 동북아 3국의 협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생을 향한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의식과 정치적 도

일본의 동북아 외교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아베 정

의의 차이를 환원시키는 국가 경계 안에 갇힌 단순 비교를 뛰어넘는 접근이 절

권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위안부’ 강

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독일의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을 단지 독

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수정, 자학사관 교육의 철폐, 근린제국조항

일인의 건강한 역사의식으로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일본의 ‘망각적이고

의 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

불충분한’ 과거사 청산을 일본의 내재적 요인에서만 찾는 것 또한 문제의 본질

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우선 ‘고노 담화를 긍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5 또

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27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후 독일과 일본의 현대

한 무라야마는 아베 총리가 전몰자 추도식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주변 국가

사에서 과거사 극복을 위해 각각 추진한 외교적 노력을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관계사적 측면과 비교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의 전후 인식에 대응하여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정치인, 언론
인 등이 모여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을 결성했다는 사
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 모임의 설립 취지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

IV  . 엘리제 조약에서 얻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

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주변국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를 깊이 반성
하고, 다시는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유럽통합을 앞당긴 동력이자 견인차

가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계속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

의 역할을 해왔다. 이 조약은 국제정치의 환경과 국내 정치의 리더십 변화에

했다. 특히 모임의 공동대표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따라 그 자립적인 생명력에 영향을 주었지만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명예교수는 일본과 주변국들 사이에 깊게 파인 역사인식의 골을 메워나갈 수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럽통합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

24 Kazuhiko Togo, ed.(2013),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5 『동아일보』(2013. 8. 20).

26 『朝日新聞』(2013. 11. 11).
27 이진모(2012), 「두 개의 전후: 서독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 재조명」, 『역사와 경제』 제82
호,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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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가 해묵

다. 이것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후 유럽질서의 재편 과정에 참여

은 반목을 뒤로하고 역사적인 협생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

하면서 프랑스가 유럽 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전략적으로 필요

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통합의 가장 큰 원

했음에도 여전히 독일에 대한 저항감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동력을 제공해왔던 ‘독일-프랑스 커플’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된 엘리제 조약

아데나워는 독일을 유럽의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웃국가들과의 화해정책

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엘리제 조약으로 진전된 제도화된 네트워크가

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독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했고, 독

어떻게 가동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3국 협생의

일 내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재부흥이나 독일의 유럽 패권 재장악이 불가능함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을 입증해야 했다. 이러한 아데나워의 화해정책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나

1.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의 엘리제 조약

온 것이다.29
주목할 것은 양국 정상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정책의 비전이 서로 맞아 떨

미국의 유럽 재건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독일과 프

어져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긴밀한

랑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드골과 아데나워가 단순한 정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의 경제 발전을 유럽 국

치적 관계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인 우정으로까지 발전할 정도로 긴밀하게 가

가들과의 협력의 틀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

까워질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이 공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

표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 5월 9일, 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엘리제 조약은 멀리는 1950년대 초반부터 한

국가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석탄과 철강의 생산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관리하

걸음씩 진척되어온 독일과 프랑스 간의 화해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가까이는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슈만 플랜(Schuman Plan)28이 발표된 것은 이러한 프랑

1962년 2월, ‘유럽국가연합’의 창설을 논의한 푸셰 플랜(Fouchet Plan)의 실패에

스의 변화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른 반작용의 결과이기도 했다.30 아데나워는 나토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드골은 독일에 대한 이중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독 화해정책에 비중을 두었
다. 드골의 구상은 독일이 나치즘과 전쟁의 도덕적·물질적 피해를 극복함으
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용인했지만 독일이 프랑
스보다 도덕적·정치적으로 하위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경계 전략을 추구했었

28 슈만 플랜의 핵심은 유럽통합과,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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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ennis L. Bark and David R. Gress(1989), From Shadow to Substance
1945~1963, Cambridge: Basil Blackwell, pp. 431~432.
30 푸셰 플랜은 유럽 6개국이 공동 정치기구의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각국
정상 또는 각료들 사이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국방 등의 현안을 논의할 정부 간 기
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유럽국가연합을 창설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용재
(2008) 「엘리제 조약을 위하여: 유럽통합과 독일–프랑스 화해의 샛길」, 『프랑스사 연
구』 제19호, 207~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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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의 복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독일이 프랑스와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

부처 간 위원회는 여러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조정할 책임을 지며, 외무부 고

운 유럽통합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드골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

위 공직자에 의해 주재되고, 모든 관련 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31

다.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통합에 대한 구상이 드골과 아데나워 사이의
밀월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엘리제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 안팎의 불협화음이 동반된 상태에서
탄생되었으므로 그 추진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1963년 10월, 아데

1962년 7월, 드골의 초청을 받은 아데나워는 일주일 동안 프랑스를 공식

나워가 퇴진하고, 친영파로 분류되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가 총

순방했다. 아데나워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성지 랭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리에 오르면서, 독일은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주의(Europeanism)에서 미국·

방문하며 양국의 우의를 다졌으며, 드골과 나란히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함께

영국과 협력을 중시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로 외교정책을 수정했다. 이것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기도 했다. 이는 두 나라의 공식 화해를 앞둔

은 소련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독일의 국내 정치에 반영된 결과였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전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같은 맥락에서 1962년 9월에는 드골

독일은 엘리제 조약의 화해가 갖는 역사적 의의보다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

이 일주일 동안 독일을 순방했다. 드골은 위대한 독일 민족을 치켜세우면서

의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국은 독일이 프랑스의 유럽주의에 함몰

화해, 우애, 공영의 기치를 내걸었다. 드골은 아데나워가 1962년에 퇴임할 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독 껴안기 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핵무기(MLF: Multilateral

까지 무려 40여 차례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대화 채널을 한층 발전시

Forces)’

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양국 지도자들의

이 배타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임자인 아데나워의

노력은 독일과 프랑스가 해묵은 반목을 뒤로하고 화해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

유럽 구상과 선을 긋는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에르하르트의 외교노선

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1963년 1월 22일,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와 샤

은 줄곧 드골의 유럽주의와 엇박자를 내는 불협화음을 초래했다. 결국 1964년

를 드골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독일–프랑스 우호조약’, 일명 엘리제

7월 23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골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인 연대’도 없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엘리제 조약

엘리제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은 필

제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32 이에 에르하르트 총리는 엘리제 조약

의 추진 동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요한 경우 적절한 지침을 주며, 1년에 두 번씩 정례 회합을 원칙으로 하나 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화된 우호관계는 유럽통합이라는

우에 따라 언제든지 회합을 가지기로 한다. 둘째, 외무부장관들은 계획 집행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반하지 않고 달려왔다. 비록 1960년대에는 유럽통합의

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의 회합을 가진다. 셋째, 국방·
교육·청소년 문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책임자들은 정례적인 회합을 가지
며, 이 회합은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며, 기존 기구들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 넷째,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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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http://germanhistorydocs.ghi -dc.
org/sub_document.cfm?document_id=864(검색일: 2013. 11. 19).
32 Arthur Schlesinger(1965), A Thousand Days: John F. Kennedy in the White
Hous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p. 87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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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독일과 프랑스 협력관계의 약화로 인해 양

휴즈(Christopher W. Hughes)33와 캐롤라인 로즈(Caroline Rose)34가 밝히고 있는 것

국의 갈등이 이어졌지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유럽통합과 관

처럼, 역사인식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제도화된 우호관계가 정상회담 몇 번

련하여 양국의 제도화된 우호관계가 다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독일

과 그 결과인 상징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 프랑스는 경쟁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유럽연합(EU)을 탄생시킴과 동시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에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의 근간

양국이 안정적으로 협생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제 조약을 더욱 견고하

에는 양국 연대의 끈이었던 엘리제 조약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현재까지 지

게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정상

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적으로 작동시켰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실제로 양국 정부가 하

같은 맥락에서 한일 양국이나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일본 정부

위 수준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동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 과거사 사과와 김대중 정부의 미래비전 공동선언, 2000년대 한중일 3국

먼저 엘리제 조약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

정상회담의 개최 및 협력사무국 개설 등 동북아 3국의 역사적 화해 협력을 위

쳐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정착시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로 논의를 개진

한 변화의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이후 추진 동력을

했다. 이들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관련 조항

잃고 표류하면서 현재 동북아 3국의 역사 갈등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을 보강하여 두 차례의 정치적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구축에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맺은

심혈을 기울였다.36 1982년 2월, 제39차 정상회의에서 헬무트 슈미트(Helmut

독일과 프랑스의 교훈을 통해 현재 동북아 3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Schmidt)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엘리제 조약을 통해 해묵은 반목을

프 안전보장위원회(The German -Franco Commission for Security and Defense)를 최초로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낸 양국의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 3국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독일의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슈미트의 정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은 독-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엘리제 조약으로 진전된 제도화된 네트워크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간의 정례적인 회합이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구축함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더십 교체와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양국
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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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hristopher W. Hughes(2008), “Japan’s policy towards China: domestic structural
change, globalization, history and nationalism”, in Christopher Dent, ed, China,
Japan and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34 Caroline Rose(2008), “Sino–Japanese relations after Koizumi and the limits
of ‘new ear’ diplomacy”, in Christopher Dent, ed, China, Japan and regional
leadership in East Asia, Cheltenham: Edward Elgar.
35 Douglas Webber, ed.(1999) The Franco - German Relationship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6 Stephen Kocs A.(1995), Autonomy or Power? The Franco–German Relationship
and Europe’s Strategic Choices, 1955~1995, Baden–Baden, Germany: N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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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계승자인 헬무트 콜(Helmut Kohl)이 총리에 취임했고, 미테랑과 콜의 협력

합은 양국의 경제와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로서, 1987년 11월 12~13

적 리더십은 독–프 안전보장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착수시키는

일,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개최된 제15차 정상회의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계기가 되었다. 두 지도자는 국방·외교장관들과 함께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

위한 몇 개의 다른 대화 채널과 함께 독-프 경제·재정회의(The German -Franco

화된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안전보장위원회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상설화된

Council for Economics and Finance)라는

워킹그룹(Working Groups)의 창설을 1982년 10월 제40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했

출범하게 되었다. 양국 의회는 독-프 경제·재정회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관

다. 이 워킹그룹은 독-프 양국의 관련 장관들이 대표가 되어 전략 무기 감축,

련 합의 조항에 승인했고, 이는 엘리제 조약 의정서의 일부로 정착시키는 기

군비 협력, 군사 협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

틀이 되었다. 독-프 경제·재정회의는 양국의 경제·재정·금융정책을 총괄하

켜나갔다.37 안보, 방위, 군축 영역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

는 담당 장관과 은행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네

한 양국의 노력은 1988년 1월 22일, 엘리제 조약 25주년을 맞이하여 독-프

차례의 정례화된 회합을 통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안전보장위원회가 독-프 안전보장회의(The German -Franco Council for Defense and

있도록 권고안을 채택하여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있다. 독–프 경제·재정

Security)로

확대·통합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양국은 기존 워킹그룹의 기

회의의 주요 목적은 유럽의 경제와 재정위기가 촉발되면 양국 정부가 정책 공

능을 조정하고, 우주 공간 정찰, 군비 정책, 법과 계약 등의 분야를 다루는 새

조를 강화하여 지역 협력으로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회의는

로운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독–프 안전보장회의의 추진 체계를 포괄적 형태

무역 불균형, 관세, 환경정책 같은 양국 간의 불균형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로 운영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독–프

논의할 수 있는 보완 장치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러한 정치적 수렴 과

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을 파리에 두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

정은 적어도 유럽통합의 중요한 몇몇 전환 국면에서도 엘리제 조약의 정신이

위급 실무자를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계승되어 기능적 접근을 중시하는 제도화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명실상부한 제도화된 독립적 네트워크로

엘리제 조약에서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공조 조항은 특별하게 언급하고

주목할 것은 독–프 경제·재정회의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

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와 재정장관들은 농업,

히트에서 채택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을 탄생시킨 동력이자 견인차의 역할

에너지, 운송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논의를 위해

을 했다는 사실이다.38 이 점은 독–프 양국 정부 간 경제·재정 분야의 특별

양국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화된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치적 회

한 정책 공조가 유럽 단일 화폐의 채택과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라는 유럽통
합의 과정에서 한 획을 그은 제도적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7 Ulrich Krotz(2002), “Structure as process: the regularized intergovernmentalism
of Franco–German bilaterlism”, Program for the Study of Germany and Europe
Working Paper No. 02.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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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Michael J. Baun(1996), An Imperfect Union: The Maastricht Treaty and New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Boulder: 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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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엘리제 조약에서 교육·문화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양국 사람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다.39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과 프

들의 교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양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랑스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은 교육·문화를 매개로

장관 모임을 3개월마다, 가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모임을 2개월마

한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다. 이 점에서 독–프 문화회의는 양국 간 화해와 협

다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채널의 의무화는 양

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왔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 간 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협력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
게 했다. 흥미로운 점은 엘리제 조약에서 교육·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

3. 엘리제 조약으로부터 얻은 협생의 교훈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구 설립을 명시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3년 7월 5일, 양국 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독-

이상으로 살펴본 엘리제 조약은 냉전의 구조적 문제로 순탄하지 못한 출발과

프 청소년 교류 사무국을 설립하기 위한 조약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29

독일과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베를린

일, 독일의 바트호네프와 10월 9일, 프랑스의 케브랑리에 독-프 청소년 교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유럽통합의 견

류 사무국이 각각 설치되었다. 이 사무국은 확대된 유럽 안에서 독일과 프

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양국 정부가

랑스 청소년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지속적인 접촉과 활발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여러 영역에서 진척시켰다는 사실에

한 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988년 1월 22

서도 엘리제 조약이 유럽 협생의 길을 견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

일, 양국의 외무부장관은 독–프 문화회의(The German -Franco Cultural Council) 설

미에서 엘리제 조약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교훈으로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의 이러한 결정은 독일과 프랑스의 교

식민지 역사와 전쟁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

육·문화 교류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도약의 계기가

에서는 일본의 매끄럽지 못한 전후 인식과 처리 과정이 역내의 갈등과 분쟁을

되었다. 독–프 문화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례 모임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촉발하는 외교적 형태를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과 견주어볼 때, 독-프 우호조

주관하는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협력적 가치가 국민적 공

약인 엘리제 조약은 동북아 3국이 협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

감대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이 회의는 양국 정부가 하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제 조약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동북아 3

위 수준에서의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연방주(Länder)

국의 협생을 위한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와 프랑스의 광역지방(Région)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첫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정치적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1995~1996년에 전개된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프랑스 낭트 간의 문화 교류는
현대 음악, 재즈, 회화 분야 등에 종사하는 젊은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프로그
램과 유럽 공동의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기획된 젊은 출판인들과 언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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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Ulrich Krotz(2002), 앞의 글, Program for the Study of Germany and Europe
Working Paper No. 02.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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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0 비록 동북아 3국은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대화 채널로 존

계를 생각하는 연구자 모임(新しい日中関係を考える研究者の会)’은 갈등이 심화되고

재하고 있지만 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마비되곤 하는 것이 현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3국 협생의 중요성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42 더욱이

실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례 회합을 통해 쟁점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

2013년 1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일본연구소

존하는 동북아 3국 대화 채널의 효용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엘리

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협력 연구회’는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한층 발전시

제 조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은

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동북아 3국 협생의 공감

동북아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정책적

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 간의 심도 깊은 학술 교류

공조와 협조를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화해야 할 것이다.41 또한 정상회의와 관련 장관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

셋째, 동북아 3국이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경쟁관계로 전환해야 한다.43 동

될 수 있도록 개최국인 의장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최 시기도 장관급 회의

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발전적이

와 정상회의를 연계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고 협조적인 경쟁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새로

둘째, 협생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한 싱

운 시장 창출과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탱크로서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리더십과 조직이 있더라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역협의체 구상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이후 동

도 사업을 구상할 때 비전이 없으면 협생의 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시 여러 가지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과거의 앙금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미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중일 FTA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3국이

지향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학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기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경쟁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게다가 동북아

반으로 한 역사교과서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북

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아 3국에서도 ‘협생의 길’이라는 비전의 설정 아래 학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는 채권 발행자(기업)와 투자자가 실제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13년 10월 22일, 와

고 외환 관리 및 국제자본 거래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

세다대학의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발족한 ‘새로운 중일관

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 금융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의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경쟁관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0 Park, Chang -Gun(2006), “Japan’s leadership shifts: from the East Asian crisis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3 Summit”, International Area Review 9 -1, p.
101.
41 박창건(2001),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상황적 하부–
지역주의」, 『일본연구논총』 제34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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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리 가즈코 교수와의 인터뷰(2013. 12. 13).
43 五白旗頭眞(1999), 「冷戰後の日本外交とリーダーシップ」, 『國際問題』 3月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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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교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V  . 결론을 대신하여

나가야 한다. 유럽통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주요 배경은 1980년대 중
반부터 가동된 에라스무스 프로젝트(Erasmus Project)였다.44 이것은 유럽 각국의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어떤 역사 서술이나 해석도 정치 현상에서 결

대학 간의 학점 교환 프로젝트로 유럽적인 시야를 가진 젊은 지도층의 육성에

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역사를 단 한 가지 입장이나 관점에서 파악하고, 단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교류를 통해 적대적 관계를 화해

한 가지 해석의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

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엘리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교류 사무국을

는 역사인식을 통해 자기비판과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 책임에 대한 인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흥미롭게

식이나 식민지배가 초래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에서 일본의 전

도 2008년 5월,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

후 인식 양상은 독일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그

로 하는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9년 10월, 한중일 3

결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바탕으로 한

국 정상회의에서 ‘캠퍼스 아시아’ 구상이 논의되었다. 이 구상은 2010년 봄, 3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에 관련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국 대학, 산업 및 행정 관계자가 도쿄에 모여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

이미지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전후 인식

기로 합의했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단계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청소년들은

차이로 인해 파생된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집단기억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동북아 공동체의 컨센서스 형

우리로서는 독일의 과거사 처리와 반성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엘리제

성에 구심적인 동력이 되어 동북아 3국 협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약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유럽 구상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국민 여
론의 변덕스러움은 엘리제 조약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두 국가
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엘리제 조약을 제도화된 우호
관계로 발전시켜나갔다. 엘리제 조약이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듯이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북아 3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협생의 활성화를 위해 자국
의 이익을 일시적으로나마 양보하는 정책의 공조와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동
북아 3국은 당면하고 있는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 문제와 분리하여 그 해법

44 Benjamin Feyen and Ewa Krzaklewska, eds.(2013), The Erasmus Phenomenon:
Symbol of a New European Gener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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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냉전의 모순 구조 위에 구제국주의 국가와 구식민지 국가 간의

장을 기반으로 지역 경계의 가변성과 신축성에 따라 자기중심적 협생의 담론

갈등과 모순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동북아 지역의 역

으로,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47 예컨대

사·영토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자위권의 허용, 일본판 NSC의 창설,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수립을 위

흥미롭게도 동북아 지역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불개입 입장을 취했던 미국

한 간담회의 가동 등 일련의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수정 움직임이 우경화를 입

이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2007년, 미국 하원 결

증하고 있다. 우경화의 길로 내딛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의안에서 태평양전쟁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힘입은 바 크

전쟁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계와 우려를 나

지만, 일본의 과거 지향적 움직임이 동북아 안정과 다른 동맹국과의 공동이

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북아 3국 협생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아

는 일본이 공진(共進)의 견지에서 제도화된 우호관계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귀환이 일본

야 할 것이다.

의 ‘보통국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대외관계의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을 펴고 있다.45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와 전통적 동맹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46 특히 2010년
댜오위다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을 실감한 일본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
을 환영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 3국 협생의 길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어쩔 수 없는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라고 하는 정치적 입

45 박건영(2013), 「오바마의 주판과 긴 파장?: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
제정치』 제29권 3호.
46 James Steinberg and Michael E. O’Hanlon(2014),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 - China Relations in the Twenty - 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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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
중일관계 4문건
중일공동성명(1972)
중일평화우호조약(1978)
중일공동선언(1998)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2008)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2015)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1998. 10. 8, 도쿄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
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
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
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온 한일 양국이 1965

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교환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온 양국 간의 긴밀

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한 우호협력 관계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
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

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

관계를 양국 국민 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

4.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문화 교류 등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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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6. 양국 정상은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

력을 통해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강화,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협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나
가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
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
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
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양국
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 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
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

양국 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 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

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지·강화하고 정례화해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
의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 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 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을

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

설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의 실

유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

적을 평가하고, 한일, 일한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

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의원 간의 교류를 장려해나가기로 하였다.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300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부록: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301

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

같이하였다.

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서명된 ‘제네바 합의’ 및 한반도에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 합의에 도달한

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

서하에 어업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하였

지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 산업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나가
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

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데 의

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

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 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

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 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나

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양자 간의 경제정

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 OECD,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간

위하여 원조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정책 협조를 더욱 촉진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
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

화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국 경제 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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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기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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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

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

식하에 양국 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호
소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 간 교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

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
진해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
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 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
상호이해를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
하여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
에 의한 한일 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
해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
였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
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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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일본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시
한 ‘국교 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중일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도모하
는 견해를 재천명한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다.
중일 양국은 비록 사회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양국 국교정상화와 양국의 목린우호관계의 발전은 양국
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아시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며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 이 성명서가 공표된 날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간 지금까지의 비정상 상태

중일공동성명(1972)

는 종결된다.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가쿠에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저우언라이의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

초청으로 1972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오히라

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

마사요시 외무대신과 니카이도 스스무 내각관방장관이 동행했다.

담선언 제8조의 입장을 따를 것을 견지한다.

마오쩌둥 주석은 9월 27일 다나카 총리대신을 접견하였다. 양측은 진지하고 우호적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할

인 대화를 나누었다. 저우언라이 총리와 지펑페이 외교부장은 다나카 총리대신과 오

것을 결정한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서 상대국 대

히라 외무대신과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일 간 국교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사관의 설립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양국 간 여러 문제 및 양측이 관심을 가지는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솔직한

교환한다.

의견을 교환하고 아래와 같은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합의했다.
중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오래된 전통의 우호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양 국민

5. 중화인민공화국은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 요구
를 포기한다.

은 지금까지 존재한 양국 간 비정상적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정부는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전쟁 상태의 종결과 중일 국교정상화라는 양 국민의 이러한 염원의 실현은 양국관계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을 기초로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우호

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게 될 것이다.

관계를 건립한다. 양국 정부는 상기 원칙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호관계에

일본 측은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가져다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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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화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무력과 무력 위협에 호소하지 않음을 확인하

부록: 중일관계 4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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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일평화우호조약(1978)

7. 중일

국교정상화는 제3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양국 중 그 어떤 국가도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양국 모두 그 어떤 국가 혹은 단체가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1972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정부가 베이

런 패권을 건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징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양국 정부와 양 국민 간 우호관계가 새로운 기초 위에

8.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간 평화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

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상기 공동성명은 양국 간 평화

시키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호 관계의 기초이고 공동성명에 명시된 각항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함을 확인하

9.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간 관계와 인적 교류를 한층 발전시키

고 유엔헌장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

기 위해 수요에 따르고 또한 기존의 민간 협정을 고려하여 무역, 항해, 항공, 어업

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여 양국 간 우호평화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

협정 체결 등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에 동의한다.

화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각자 아래의 전권대표를 위임하여 파견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



일본 국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가쿠에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부장 황화(黃華)를 위임하여 파견하고 일본국은 외무대신 소
노다 스나오(園田直)를 위임하여 파견한다.
양측 전권대표는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긴 후 아래와 같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지펑페이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

이 협의한다.

제1조
1. 양 체약국은 주권과 영토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
화공존의 각항 원칙을 기초로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2. 상기 원칙과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 체약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평화수
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무력과 무력 위협에 호소하지 않는다.
제2조
양 체약국은 그 어떤 측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을 도모해
서는 안 되고,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는 그 어떤 국가 혹은 국가집단의 노력에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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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일공동선언(1998)

각 체약국은 선린우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등호혜와 상호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간 경제관계와 문화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양 국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일본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30까

한다.

지 일본을 국빈방문하였다. 이는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중

제4조

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장쩌민 주석은 일본 아키히토 천황을 접견하고 오부치 게

본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조(小淵惠三) 내각총리대신과 국제정세, 지역 문제와 중일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의

제5조

견 교환을 하였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방문은 성공리에 끝났고 양측은 아

1. 본 조약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며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

래와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다. 본 조약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10년 이후 본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료되기
一

전까지 효력이 존속된다.
2. 체약국의

그 누구도 최초 10년 기한이 만기될 때 혹은 그 후 어느 때든지 1년 전에

양측은 냉전이 종결된 후 세계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향해 중대한 변화를 겪는

서면으로 먼저 상대국에 본 조약의 종결을 통보할 수 있다. 양측의 전권대표는 본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 안보 대화와 협력의 끊임없는 진전에

조약에 서명하여 신의를 표명한다. 본 조약은 1978년 8월 12일 베이징에서 체결하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우선과제였다.

여 중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2부로 작성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고 21세기에 더욱 확고한 국제평
화 환경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통된 소망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황화

양측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

일본국 전권대표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공존 및 유엔헌장의 준칙은 국가 간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양측은 유엔이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세계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한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유엔이 국제 신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작용
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측은 유엔의 사무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회원국 전체의
공통된 바람과 전체의 의사를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하여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 대해
개혁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양측은 핵무기의 철저한 폐기를 주장하고 그 어떤 형태의 핵무기 확산에도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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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다. 또한 관련 국가들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핵실험과 핵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중일 국교정상화 이래의 양국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

양측은 중일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평화를 수호

류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장족의 발전에 만족스러운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현재

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은 국제정

상황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중일 우호협력의 발전은 양 국민의 근본

치, 경제 및 글로벌 문제 등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 및 인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의 발전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중일관계가 양국에서 제일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
나임을 확인하였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양국의 역할과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21

二

세기를 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기로 선포하였다.

양측은 냉전 후 아시아 지역은 계속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고 역내협력도 더욱 심

양측은 1972년 9월 29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동성

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세계정치, 경제와 안보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

명’과 1978년 8월 12일에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의 평화우호조약’의 각항

대되고 다음 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원칙을 지킬 것을 재천명하고 상기 문건들이 향후 여전히 양국관계의 제일 중요한 기

양측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양국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며 양측은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으로 서
로 위협을 가하거나 하지 않고 평화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를 재천명한다.
양측은 현재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이것이 아시아에 가져다준 문제에 대해 지대한

초임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중일 양국은 2000여 년의 우호교류의 역사와 공통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으
며 우호적인 전통을 널리 알리고 호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양 국민의 공통된 소
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경제기초가 견실한 점을 인식하여 과거의 경

양측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중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험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과 개혁을 하며 역내 및 국제협조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아시

기초라고 보고 있다. 일본 측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과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

아의 경제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양측은

신의 담화를 준수하고 과거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재난과 손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도전을 맞이하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자 최선의 노

해를 가져다준 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깊은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일본

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아세안지역포럼 등의 각종 다국 간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와 협력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는 모든 조치
를 지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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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
양측은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신뢰를 강화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가 해마다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베이징과 도쿄에 중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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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의 각 계층, 특히 양국 미래의 발전을 짊어질 청소년 교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2008)

류를 강화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평등호혜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첨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 주석은 일본국 정부의 초청으로 2008년 5월 6일부터 10일

단기술, 정보, 환경보호, 농업,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일

까지 일본국을 국빈 방문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아키히토 일본 천황을

본 측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발전하는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접견했다. 또한 후쿠다 야스오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지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

와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계속하여 중국의 경제건설에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

괄적 추진에 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

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측은 일본의 그간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

표했다.

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WTO의 조속한 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뜻을 재
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안보 대화가 상호이해의 증진에 유익한 작용을 한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대화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 쌍방은 중일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의 하나이며 이제 중일 양
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쌍방은 장기적인 평화 및 우

일본 측은 일본이 중일공동성명에서 밝힌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

호를 위한 협력이 중일 양국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쌍방은 ‘전략적

고 중국은 오직 하나라는 입장을 다시 천명한다. 일본은 타이완과 계속하여 민간과 지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중일 양국의 평화공존, 세대우호, 호혜협력, 공

역 간 교류를 유지한다.

동발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실현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중일공동성명 및 중일평화우호조약의 각항 원칙에 근거하여 구동존이의 정

2. 쌍방은 1972년 9월 29일에 발표된 중일공동성명, 1978년 8월 12일에 서명한 중일

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견을 좁히고 우호협상을 통해 양

평화우호조약 및 1998년 11월 26일에 발표된 중일공동선언이 중일관계의 안정적

국 간에 존재하고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이견과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여 양국

인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금 표명하고, 3개 문건

간 우호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 각 원칙들을 계속해서 엄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은 2006년 10월 8일 및

양측은 중일 양국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2007년 4월 11일 발표한 중일 공동언론발표문에 포함된 공통 인식을 계속해서 견
지하며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확인했다.

양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측은 양 국민이 함께 손을

3. 쌍방은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를 향해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

잡고 이 선언에 명시된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 양 국민의 대대로 이어온 우호에 도

없이 열어가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상호이해를 심화하며 상호신뢰를 쌓고

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

호혜협력을 확대해가면서 중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세계의 발전 흐름과 일치하게 조

고 굳게 믿는다.

정하고,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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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은 서로 협력 파트너이며 서로 위협을 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쌍방은 상대국
의 평화로운 발전을 지지하기로 다시금 표명하며 평화로운 발전을 견지하는 일본
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 커다란 기회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1)

일본 측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이룬 발전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커다란
기회가 된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은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본적, 보편적 가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밀접
하게 협력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교류 속에서 서로 축적하고 공유해온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한다.
(2)	인문 교류의 촉진 및 국민 우호감정의 증진: 쌍방은 양 국민, 특히 청소년의 상호이

를 구축하기 위해 공헌하기를 희망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해 및 우호적 감정을 끊임없이 증진하는 것이 중일 양국의 각 세대에 걸친 우호와

중국 측은 일본이 전후 60여 년 동안 평화국가의 길을 유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협력의 기초 강화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하 내용을 결정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쌍방은 유엔 개혁 문

•양국의 미디어, 자매도시, 스포츠, 민간단체 간 교류를 폭넓게 전개해 다양한

제에 대해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통 인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
의했다. 중국 측은 일본의 유엔 내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
본이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3)

하여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쌍방은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표명했다.

5. 일본 측은 중일공동성명에서 표명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6. 쌍방은 아래 5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면서 협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문화 교류 및 지적 교류를 실현한다.
•청소년 교류를 계속 실시한다.
(3)	호혜협력

강화: 쌍방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중일 양국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협력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
을 확인했다.
•에너지, 환경 분야의 협력이 우리의 후손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인식하
에 특히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1)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쌍방은 정치 및 안보 분야의 상호신뢰 증진이 중일 간 ‘전

•무역, 투자, 정보통신기술, 금융, 식품안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즈니스환경,

략적 호혜관계’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

농림수산업, 교통운수 및 관광, 물, 의료 등 폭넓은 분야의 호혜협력을 추진하

이 결정했다.

여 공통이익을 확대해간다.

•양국 지도자의 정기적 상호 방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며 다자 국제회의에서 회담을 빈번하게 개최함으로써 정부, 의회

•함께 노력하여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지정한다.

및 정당 간 교류와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양자관계와 각자의 국내

(4)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쌍방은 중일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외 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

의 중요한 국가로서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밀접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협조

한다.

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협력을 중점적으로 전개하

•안보 분야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화 및 교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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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쏟고 6자회담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쌍방은 북일 국교정상화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중국 측은 북일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한중일 3국 정상회의)

2015. 11. 1, 서울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3원칙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 번영, 안정, 개방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5)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쌍방은 중일 양국이 21세기의 세계 평화와 발전

에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하고 아래와 같
이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의 틀 안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

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 원칙’에 따라 발리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2년
이후 실효적인 기후변화의 국제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이 1999년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발전하였고, 2011년에는

•양측은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빈곤과 전염병 등 세계적인 문제는 쌍방이 직면

3국 협력사무국을 설립하면서 협력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3국 협력 VISION

하는 공동의 도전이며 쌍방은 전략적으로 유효한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앞서 말

2020’을 포함한 3국 지도자 간 공동선언/공동성명에 언급된 비전의 구현에 진전이 이

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공헌을 함께한다는 점을 확인

루어져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했다.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온 것을 평가하면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최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와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
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
과 공동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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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우리는 이를 위해 3국 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2015년 10월에 개최된 제2차 동북아 평화협력회의에서

의 심화가 결국 3국 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역내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3국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

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5.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원자력안전 협력문서’를 상기
하면서, 원자력안전 강화에 관한 3국 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
이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5년 10월에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규제자회의(TRM) 및 제3차 TRM+ 회의(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의 논의를 평가

1. 우리는 3국 협력의 심화가 3국 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

하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민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

정·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스의 증진을 통해 우리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6.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문서’를 상기하면

2. 우리는 2008년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3국 정상회

서, 재해 예방 및 구호 능력 향상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의를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협력 분야를

3국 협력사무국 주관으로 재난구호도상훈련(TTX)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

확대해나가기 위해 현재 3국 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 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하고, 2015년 4월에는 미국, 러시아, 몽골 등 관심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

5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다. 우리는 2015년 10월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성명’의 결과를 환영하였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 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일본이 유엔총회 제2위원회에 세계 쓰나미의 날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

3. 우리는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3국 협력사무국(TC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협력체제의 모든 장관급 협의체 참석을 통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

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쓰나미 피해 경감을 위하여 3국 간 협력
을 통해 쓰나미 위협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3국 협력기금(TCF)의 조성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4.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

7. 우리는 ‘3국 협력 VISION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는 경제통합을 향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 3국 경제의 높은 상호

일·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

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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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켜나갈 것이다.

내 경제·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올

8. 우리는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익의 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해 10월 리마에서 개최된 제15차 3국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의 성과를 승인하였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설명하였다. 일

다. 또한 우리는 “3국 간 공급사슬 연결 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과제를 시작하기로

본과 중국은 이 구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
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9. 우리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13.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생산능력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제
4국 시장에서의 3국 민간기업 간 협력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
기 위한 사업 노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14.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
식하면서, 정보공유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

15. 우리는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지역 및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 간 정보공유, 공동연

위해, 3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 간 공동연구협

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을 장려

력프로그램(JRCP) 및 미래예측프로그램(A3

하였다.

국 간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연구자 인력 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

11. 우리는

3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
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1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고,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통한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 증진과, ASEAN+3 거시경제조사

Foresight Program)을

지속 추진하고, 3

할 것이다. 또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고, “3국 청
년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6. 3국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 창조경제, 창신경제 및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
서, 우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중국의 대중창업과 창신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
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국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17. 우리는 3국 ICT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정보공
유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기구(AMRO)의 국제기구 전환, 그리고 아시아채권시장구상(ABMI)의 강화에 있어

18. 우리는 2010년 제3차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표준협력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특히 3국이 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

국장급 운영위원회 및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표준 공동연구개발, 신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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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동 제안을 포함한 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19.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 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
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NG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20. 우리는 3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내에서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실현하고,

대와 공동의 책임의식하에 경제 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 간 균형을 통해 세계
의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2015년 9월에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가 공식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동 의제
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환경친화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보안과 효율화의 조화를 계속 추진할 것

27. 우리는 환경보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5년 4월

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 -Net)를 통해 정보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9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

를 공유하고, 대상 항만 확대 및 아세안 및 유럽연합으로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동실행계획(2015~2019)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노력할 것이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 대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

21. 우리는 역내 항공운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양자 간 지속적인 논의

례와 노력을 공유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

또는 3국 간 협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항공운송

문제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 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을 위해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22. 우리는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을 통해 무역 원활화, 무역안전 등 관세행정 분야에

이 프로젝트는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기업들이 오염 방지

서의 협력을 증진해나가기 위해 3국 관세당국의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의 적극적

및 통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기술의 거래를 촉진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2015년 9월 제2차

28.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의 중

3국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농업협력 공동코뮤니케와 초국경적

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국 내 3국 순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의 채택을 평가하였다.

환경제 시범단지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시범단

24. 우리는 고용노동, 식품 안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
해나갈 것이다.

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9. 우리는 올해 말 파리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화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르는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원대한 합의의

25. 우리는 인류와 지구가 평화와 번영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채택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이

데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

라는 맥락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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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조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의 공약을 상기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이

34. 우리는 북극 문제의 전 지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 정책 공유, 협력사업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

발굴, 북극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를 개설할

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것이다.

30. 우리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과 아이치 목표, 그리고 평창로드맵을
지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3국 간 생물다양성 정책

3국 국민 간 상호신뢰 및 이해 증진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35. 우리는 3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3국 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31. 우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3국 환경장관회의의 틀 내에서 해양
쓰레기 감소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해양 쓰레기 공동 모니터링을 위
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통제를 위해 협력하
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
청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
대·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6. 우리는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간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3국 간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미래포럼,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37. 우리는 3국 간 상호이해와 공동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

32. 우리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강조된 지속가능 발전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빈곤 근절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개도국의 녹색성

우리는 3국 교육 협력에 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

장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하면서, 개방성, 유연성, 다양화 및 표준화의 원칙에 따라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조하였다.

촉진시켜나갈 것이다.

33.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38. 3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와 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와

연이어 유치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 간 교류를 심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원료혈장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

화해나갈 것이다.

제의 제조기술 및 공급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9

39. 우리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3국 간 콘텐츠 산업에서의 협력의 잠재

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환영

력에 주목하고, 3국 문화콘텐츠 산업포럼을 조속히 재개하여 3국 간 공동 제작,

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

저작권 보호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제8차 3국 보건장관회의가 2015
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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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치안협의체 설립 가능성을 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1. 우리는 3국 예술축제(Trilateral

Art Festival)를

3국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색해나갈 것이다.

대해 협의하고, 문화 분야의 교류와 상호 교육을 확대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48.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류, 언론인 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3국 간 청소년 문화 교류를 장려 및 지지하고, 사회문제를

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 외교관 연수기관 간 협력을 계속

해결함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추진해나갈 것이다.

42. 우리는 3국 간 관광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 교류를 장려하고, 여행자 이용 편의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

제고하는 한편, Visit East Asia Campaign과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49.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하였다.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난 8월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43. 우리는 3국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신뢰 촉진에 있어 3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환영하며, 동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자매결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간 협력을

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

장려할 것이다.

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

4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화감동·문화행복을 공유

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

함으로써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나라, 중국 닝보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

는 점을 축하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간 국제교

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류를 더욱 촉진시켜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45. 우리는 문화 및 인적 교류에 있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3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3국 외교당국 간 공공외교 포럼에 대한 논의를 지속
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50.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
였고, 이와 관련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련
구상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51. 우리는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비확산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

46.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3국 간 영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3국 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강조하면서, 모범 사례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영사국장회의 신설 및 개최

우리는 3국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간 협력을 포함하여,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47. 우리는 3국 간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와 무역 규모를 염두에 두고, 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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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는 악성 사이버 행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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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책협의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상기 지역협의체들을 정례적으

차원에서 2015년 5월 제3차 3국 대테러협의회와 10월 제2차 3국 사이버정책협

로 지속 개최해나가도록 장려하였다.

의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53. 우리는 금년중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우리는 2016년 일본의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54. 우리는 지역 협력에 있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협력이 동아시아 지
역 협력을 진전시키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15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될 예정인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
룹(EAVG∥) 보고서 후속조치의 이행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지하는 한편,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과 2020
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그리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
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기대한다.
55. 우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포함한 국제경제 동향에 대
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
하고, 세계경제 회복 강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개최 예정인 제10차 WTO 나이로
비 각료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에서, 지역
경제통합 진전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의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는 2016년 G20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56. 우리는 3국 중남미국장회의가 정례적으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5년 9월 제5차 3국 아프리카 정책 대화의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3국 중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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