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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정형곤･방호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
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
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
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
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
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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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
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
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
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
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
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
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
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
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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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
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
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
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
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
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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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1999년 이후 ASEAN+3 체제하에서 개최되어오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이후 한․중․일 역내에서 별도로 개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였다. 2008년 이전까지의 한․중․일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틀 내
에서 별도로 개최되었고, 그나마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회의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ASEAN+3 체
제하에서 한․중․일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고 이로 인
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논의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
재 한․중․일 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3국 정상회의는 역내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뿐 아니라 국제문제까지 협의하는 동북아 최고위협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역내 한․중․일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3국간 협력 활성
화를 위한 사무국을 2011년까지 서울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현재 한․중․일 사무국 개소를 위한 각국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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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 서울에서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립은 역내 협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먼저 한․중․일 사무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정상회의
에서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100여
개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3국간 협력을 한층 더 체계화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장기
적으로 3국간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ASEAN과의 동아시아경제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기반으로 한 3국간 협력이 보다 더 공고
해지고 더 나아가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간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비경
제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내재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
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FTA에서는 3국간 경제수
준 및 제도적 차이가 커 높은 수준의 협력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
제 분야의 민감부문 외에도 영토분쟁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문제, 북한 문제
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한․중․일 경제협력이 직면하고 있
는 경제적․비경제적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
해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라 하면 정치, 경제, 안
보 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한․중․일의 경제협력 분야에 연
구의 초점을 맞추고 경제협력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비경
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직면
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국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유럽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참고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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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논함에 있어 유럽과 동북아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럽
통합에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
로 인해 한․중․일 사무국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관은 ASEAN 사무국
이나 APEC 사무국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더욱이 EU 집행위원회가 초기
부터 초국가적 기구로서 활동한 반면, 한․중․일 사무국은 정부간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사무국이 가능한 분
야에서 초국가적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는 사무국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목
표로 하고 이를 위해 사무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 시
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높으며, 향후 동 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가 가장 관심을 모았다. 정형곤(2007)이 작성한 한․중․
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은 한․중․일 3
국의 FTA 정책 및 로드맵에 대해 전망하고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
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
미 체결된 FTA 양허안을 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성과
를 분석하고, 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한․중, 또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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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상이슈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부문별 내용과 각국의 지역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안충영(2003)의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이 있다. 이 연구는 역내 경제협력의 진전 사항과 경제통합을 위한 주변 여
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동북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통합과정에
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에는 이창재(2005)의 연구가 있
다. 이 연구도 동북아 경제협력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에 대해서 분석하면
서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에 대해서 논하였다.
2007년 안형도의 연구는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정책방안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에
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는 정치경제적 분석을 실시하고 주로 지역통합지수
의 평가요인 도출을 통해 지역통합지수를 제시함으로서 통합 정도를 측정하
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동북아지역의 통합 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역통합의 추진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동북아지역 통합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3국간 양자 또는 3자간 경제협력 문제는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동북아
경제통합 문제 역시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3국
간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중․일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촉
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제2
장에서는 한․중․일 경제협력 추진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다.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분석은 무역, 투자와 같은 기능적 경제협력과 제도적 경제
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능적 경제협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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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과의 무역과 투자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역내 상호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도적 경제협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3국 정부간 협의체
를 비롯하여 한․중․일 FTA 논의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미 한․중․일 경제권은 상호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기능적 시장통합을
통해 ‘자연적인 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3국간 기능적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중에도 제도적 경제협력은 기
능적 경제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이다.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역
내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호간 시장개방을 위한 장애요
인 제거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 틀로서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본 절
에서는 이러한 3국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국내시장 개방 시의 민감 분야, 세
계시장에서의 3국간 경쟁 등을 수출경합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일․중 간의 경제적 패권경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외적 장애요인도 심도 있게 분
석한다.
제4장은 사례연구로서 한․중․일 사무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EU 집행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실질적
인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럽통합 이후 EU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
끌어가고 있는 기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중․일은 현재 다양한 경제
및 외교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므로 어찌 보면 EU 집행위원회의 역할 분
석은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설정에 있어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
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 역시 향후 EU
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EU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EU가 현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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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무국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협
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와 EU의 선행사례 분석 등을 근거로 한․중․일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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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 간에 추진되어 온 경제협력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국간 경제협력을 기능적 경제협력(무역과 투자)
과 제도적 경제협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교역은 국가간 경제교류에서 가장 기본적 수단이며 아울러 가장 보편적인
경제협력 형태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역내국가간 교역 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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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과 주요 경제권과의 교역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대외교역에서 역내국
가간 이루어지는 교역의 비중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1. 한․중․일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
(단위: %)

자료: IMF(200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국 및 중국 간에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에 한․중․일 3국의 역내교
역 비중은 14.0%로 유럽연합(EU) 65.2%, NAFTA 39.7%에 비교해볼 때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었다. 2010년 현재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
은 여전히 EU(56.3%) 및 NAFTA(40.5%)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 22.5%를
보이고 있으나, 1992년과 비교해보면 이들 지역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감
소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대외교역에서 역내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3국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역내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1990년대에 한국의 주요 수출지역은 미국 등이 포함된 북미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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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2000년대 이후 북미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위축된 반면 역내지역으로
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해왔다(그림 2-2 참고).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및 일
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2010년 동안 18.4%에서 34.3%로 크게 증가했
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연평균 14.0%)하였기 때문이다.1)
동 기간 중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3.4%에서 28.4%로
높아진 데 반해 일본의 비중은 15.0%에서 5.9%로 낮아졌다.

❚ 그림 2-2. 한국의 주요 수출 및 수입 대상지역 ❚
(단위: %)

주: 안쪽은 1992년, 바깥쪽은 2010년의 주요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IMF(2011), Direction Trade Statistics.

한국의 수입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줄곧 역내국가의 비중이 높았다. 1990년
대의 경우 한국의 역내국 수입이 증가한 데는 일본의 영향이 컸으나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2~2010년
동안 한국의 중국수입 비중은 4.5%에서 18.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으
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3.4%에서 16.5%로 감소하여,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1) 1992~2010년 동안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4.6%의 증가세를 보였다.

19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수출의 경우 북미 및 유
럽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반해 역내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입에서는 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중국의 역내국 수출 비중은 1992~2010년 동안 16.5%에서
12.0%로 감소한 반면, 북미 및 서유럽지역 수출 비중은 각각 10.8% 및
9.8%에서 19.4% 및 18.0%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중국의 일본 수출
비중은 13.7%에서 7.6%로 감소한 데 반해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8%에
서 4.4%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992~2010년 동안 19.9%에서
22.5%로 늘어난 반면, 북미 및 서유럽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동 기간 중
13.2% 및 14.1%에서 8.4% 및 12.3%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중 중국의 일
본 수입 비중은 16.7%에서 12.6%로 감소한 데 반해 한국 수입 비중은
3.2%에서 9.9%로 증가하였다.

❚ 그림 2-3. 중국의 주요 수출 및 수입 대상지역 ❚
(단위: %)

주: 안쪽은 1992년, 바깥쪽은 2010년의 주요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IMF(2011), Direction Trade Statistics.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이 속하는 북미 지역이 최대 수출 및 수입 지역이었
으나,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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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등 다른 지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역내 수출 비중은
1992~2010년 동안 8.7%에서 27.5%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북미지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0.6%에서 16.8%로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중
일본의 중국 수출과 한국 수출은 각각 3.5% 및 5.2%에서 19.3% 및 8.1%
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2000년까지 북미지역이 제1위 수입 대상 지역이었으나 2001년부
터는 역내지역이 북미지역을 추월하여 가장 중요한 수입 대상지역으로 부상
하였다. 그 결과 1992~2010년 동안 일본의 수입에서 역내지역과 북미지역
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각각 12.3% 및 25.9%에서 26.2% 및 11.5%로 역
전되었다. 같은 기간 중 일본의 중국 수입 비중은 7.3%에서 22.1%로 급증
한데 반해 한국 수입 비중은 5.0%에서 4.1%로 감소하였다.

❚ 그림 2-4. 일본의 주요 수출 및 수입 대상지역 ❚
(단위: %)

주: 안쪽은 1992년, 바깥쪽은 2010년의 주요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IMF(2011), Direction Trade Statistics.

종합하면, 그동안 한․중․일 3국의 대외무역에서 역내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어왔고 이는 한국 및 일본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중국은 수출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수입에서는 한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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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한․중․일 3국간 무
역이 EU 및 NAFTA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투자
국가간 가장 보편적인 경제협력에는 앞에서 살펴본 교역 외에도 직접투자
가 거론된다. 다만 교역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협력 수단이라면 직접투자는
교역보다 심화된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 직접투자는 단순히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 외에도 임금수준, 노사관계, 조세제도, 법규의 투명성, 인
프라 등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투자는 대상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경제협
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5]는 1990~2010년 동안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중국
및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해외직접투
자에서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으로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
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중국 투자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대
상국가로서 한국 및 일본의 위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인다(그림 2-6 참
고).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직접투자는 0.2% 및 0.1%
로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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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점유 비중 추이 ❚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DB.

❚ 그림 2-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점유 비중 추이 ❚

자료: 중국 상무부(2010).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1.9% 및 12.7%로 나타났는데,2) 이는 양국의 무역규모를 고려할 때 큰 수

2) 일본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BOP(Balance of Payments)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 비중
을 해석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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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아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투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

❚ 그림 2-7.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점유 비중 추이 ❚

자료: JETRO Investment Statistic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이처럼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반면, 역내투자
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4년까지는 한․중․일 3국
간 역내무역 및 역내투자 비중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왔으나 2005년에
들어서면서 역내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4)

3) 이는 역내 안정적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3국간 경제협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4) 한․중․일 3국간 투자 비중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정형곤 외(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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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한․중․일 3국의 역내투자 및 역내무역 점유 비중 비교 ❚
3 0 .0
역내투자

역내무역

2 5 .0
2 0 .0
1 5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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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형곤 외 (2010).

2. 제도적 협력
가. 한 ․ 중 ․ 일 정상회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은 한․
중․일 3국 정상 간의 회동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첫 회동을 가진 이후 정례화되
었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 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및 외
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이처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당초
ASEAN+3 구도하에서 이루어지는 느슨한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이후 ‘한․
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2003)’이 채택되고 그 후속조치를
위한 ‘3자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점차 제도화․공식화가 강화되었다.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ASEAN+3 틀 내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이외에 별도의 정상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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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세 차례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한․중․일 3
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 4개 문건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는 3국 협력의 기본원
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명기하였다.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
제성장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관리 협
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에서는 포괄적 재난관리체제의 개발, 재난 취약성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시스템 개발,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협력강화 및
재난 관리 분야회의의 순환 개최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 협
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은 5개 분야에서 24개 구체적 세부사업 및 추진계
획을 포함하고 있다(표 2-1 참고).

❚ 표 2-1.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
분야

1. 협력일반

2. 경제통상

세부 내용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3국내 별도 정상회의 정례 개최
ASEAN+3 내부의 3국 정상회의도 병행 개최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
사이버 사무국(웹사이트) 내년 개설
FTA 민간 공동연구 심화 추진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지속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등 사이에 협력 지속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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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분야

3. 과학기술환경

4. 사회문화

5.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세부 내용
ㆍ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내년 일본 개최
ㆍ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 역내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현황
평가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ㆍ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겨울철새 공동조사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연구 협력 강화
해난 수색구조 분야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제2차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포럼 내년 중국 개최
내년도 중․일 청소년 각 100명 방한 초청 및 3국 청소년 우대
카드 도입 논의
ㆍ 3국간 문화셔틀사업 지속 시행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6자회담 과정 추진노력 경주
군축/비확산 노력 경주
3국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속
대(對)아프리카 정책 대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 지속

2009년 10월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공동성명’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등 2개의 문건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공동성명’에서는 1999년부터
시작된 3국간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협력 사안으로 ① 정
치적 상호 신뢰 강화, ② 경제협력 심화, ③ 인적 교류 확대, ④ 동북아시아
의 평화와 안정 추구, ⑤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 강화 등 5가지를 제안하였
다.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에서는 협력에 있어 기본정신은 상호이익과 윈윈 추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녹색경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분야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한․중․
일 협력 사이버사무국’ 개설, Business Summit 개최, 항공안전 분야의 협력
강화,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 세부 분야에 대
한 합의도 이루어 졌다.
2010년 5월 한국의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 Vision 2020’, ‘3국 협력사무국 설립 각서’, ‘표준협력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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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등 4개 공동문서를 채택하였다.
우선 ‘3국 협력 Vision 2020’은 크게 전문과 본문으로 나뉘는데, 전문에
서는 지난 10년간 3국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2020년까지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3국의 이익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
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부
분에서 41개 세부적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국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을 2001년 한국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3국 협력사
무국 설립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북경에
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 발의로 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한 바 있
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개통된 사이버사무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5)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3국 정상은 ‘표준협력 공동성명’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표준협력 공동성명’에서는
3국간 표준협력은 역내무역 촉진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①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위한 공통 표준화 연구, ② 동북아지역의 공통표준
화 촉진을 위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 적극 활용, ③ 표준 및 적합성평가
를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는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이 경제발전과 3국 협력심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 3국 공동관심 분야의 이익을 창출할 새로운 협력분야
를 제시하였다. 이는 ①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A3 Foresight
Program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속 및 새로운 공동기금 마련, ② 전염병 통
제, 임상연구,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강화, ③ 오염방지 및 관
리,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등 관련 교류협력 강화, ④ 센터네트워크, 4G 이동
통신기준, 인터넷 보안 협력 심화, ⑤ 동북아지역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

5) 한․중․일 사이버 사무국 웹페이지 주소는 http://www.tccs.as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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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 표 2-2. 제1차~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성과 ❚
회의
제1차
2008.12
일본
후쿠오카

주요 의제

주요 성과

- 3국협력 현황 및 ․ 3국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미래 발전 방향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 국제금융 및 경
공동발표문’,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제문제 공동대처
․ 3국협력 강화
- 주요 지역 및 국
- 20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2009년 한국 개최
제문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등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
․환경 등 의견 교환

- 3국협력 현황 및 ․ 공동문건 2건 채택
제2차
2009.10
미래발전 방향
-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중국 북경
공동성명’ 채택
- 주요 지역 및 국 ․ 3국협력 강화
제정세
- 3국 협력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한․중․일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북핵문제: Grand Bargain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결과 청취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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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
회의

주요 의제

주요 성과

제3차 - 3국협력 평가 및 ․ 공동문서 4건 채택
2010.5
향후 발전 방향
- ‘3국 협력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한국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제주 - 주요 지역 및 국제 ․ 3국협력 강화
문제
- 고용노동 분야 협의체 구축 등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0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제4차 - 3국협력 및 지역․ ․ 3건의 세부분야별 협력을 위한 부속문서 채택
2011.5 국제문제에 대한
- ‘재난관련 협력 문서’, ‘원전안전 협력 문서’, ‘지속가능한
일본
협력방안
협력 문서’ 등
도쿄
․ 3국협력 강화
- ‘3국협력 VISION
-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경제성장’, ‘친환경적이고
2020’ 검토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교류’ 등
․ 지역 및 국제문제
-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경제동향
등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방안 제시
자료: 외교통상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래지향적 3국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은 총 7건의 신규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① 고용․노동 분야 협의체 구축, ② 치안협의체 구축,
③ CAMPUS Asia 시범사업, ④ 공무원 교환 방문 사업, ⑤ 녹색경제세미
나, ⑥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⑦ 3국 외교관 단기연수
사업 등이 해당된다.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1년 5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경제성장, 친환경적이고 지
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적 교류, 개발협력, 동북아정세, 동북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3국간 경제협력 문제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
은 논의가 진행되었다.6) 그 중에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3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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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상회의를 두 달 앞둔 2011년 3월에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사상 최
대 규모의 지진(진도 9.0)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
여 방사능이 누출됨에 따라 인접국인 한국 및 중국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이 채택한 ‘재난관리 협력 문서’에는 다섯 가지 원칙 및 네 가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국간 재난관리 협력원칙 다섯 가지는 ① 역내
국가에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긴급 구조팀과 구호물자 지원, ② 재해
발생국은 응급 구조팀 및 구호물자 접수를 가능한 신속히 협력, ③ 일본 대
지진의 교훈과 경험 공유 및 이를 향후 재해 예방과 재난 구호에 활용, ④
기존의 재난관리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⑤ 3국을 포함한 역내 재난관리
포럼을 통해 긴밀히 협력 등이 제시되었다. 재난관리 협력방안 네 가지에는
① 재난 관련 훈련 실시 및 역량 강화, ②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순조로운
커뮤니케이션, ③ 원활한 지원 제공 및 지원 접수를 위한 효율적 체계 구축,
④ 재난관리 관련 기술․정보 공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난관리 실무 워
크숍 및 제2차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3국 전문가 공동연구팀의
재해방문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에서는 원자력 안전 강화의 중요성 및 투명한 원
전 운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3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3국 원
자력 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TRM: Northeast Asia Top Regulators Forum
on Nuclear Safety) 및 여타 양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안전 규제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전문가간 협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
한 조기 통보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 교류 및 원자력 사고 시 기상분석 및
예측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 각료급 회의에서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6) 정형곤 외(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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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3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3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시작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1년 내에 완료하
고, 2007년부터 추진 중인 3국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3국이 함
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역내 교역량 확대를 위한 3국간 협력방안으로 물류협력 및 세관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3국간 물류정보를 공
유하는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를 구축을 환영하였다.
또한 물류장관 회의 등을 통해 3대 물류협력 목표인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
현, 친환경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의 조화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북아지역의 무역 원활화와 무역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무
역 단속 협력, 기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3국간 관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기
로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를
부속문서로 채택하였다. 또한 인적교류의 확대와 역내 문화적 동질화가 3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
을 함께 하고, 3국간 활발한 인적교류 확대와 문화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청소년 미래 포럼’을 신설하기
로 하였으며, Campus Asia 사업을 통한 3국 대학간 교류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는 2011년 제3차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나라 선
언(Nara Declaration)’에 따른 문화교류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
리고 2002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2012년이 일-중 관계 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문화 및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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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개발 원조 총회
(HLF-4: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성공적 개최를
위한 3국간 긴밀한 협력,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북아 정세, 동아시
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및 국제문제 등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 한 ․ 중 ․ 일 3국간 정부 협의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간에는 장관급 회의 17개와
정부간 협의체 56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협의체가 구성된
분야는 무역 및 투자로 총 10개에 달한다. 장관급 회의는 3개로 경제통상장
관회의, 관세청장회의 및 특허청장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
자 분야에서는 3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와 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등
3국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
행 중에 있다.
3국간 정부 협의체가 무역 및 투자 분야 다음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분
야는 환경과 전반/지역․국제정세로 각각 8개 및 6개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장관급 협의체인 환경장관회의 외에도 국장급 회의로서 기후변
화정책 협의체와 황사 대응회의가 있다. 전반/지역․국제정세 분야에서는 장
관급 협의체로 외교장관회의와 3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고위급 실무회의
로 차관보급 회의인 외교부 고위급 회의와 대테러 협력과 관련된 협의체가
있다. 한편, 운송분야의 경우 4개의 정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물
류장관회의와 함께 국장급 협의체인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와 교통물류 국장
급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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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한․중․일 주요 협의체 현황 ❚
수준
정상
분야
전반/
지역․
국제정세

장관급

금융/
거시경제

국장

분야별
협력체
수
6

․다자통상국장회의
․한․중․일 투자협 ․동북아 표준 협
․통상장관회의
․FTA 산․관․ 정 협상
력포럼
․관세청장회의
학 공동연구 ․한․중․일 국제국 ․한․중․일 지적
․특허청장회의
장회의
재산워킹그룹
․국장급 표준협의체

10

․재무장관회의

농업/어업
/임업

․환경과학원장
회의

2

․수산 당국간
고위급 협의

1

․에너지장관
회의(5개국)

에너지

실무자

․외교부 고위급
․중남미국장회의
․외교부 부국장급
(차관보) 회의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회의
․대테러협력회의

․외교장관회의
․3자위원회

무역/
투자/
산업

고위급실무자

3국
정상
회의

․기후변화 국장급
정책 협의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환경 국장급회의
(TDGM)

․한․중․일 원자
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 실무
그룹
․장거리이동 대기
오염물질 공동조
사사업
․화학물질 정책대화
․환경산업 라운드
테이블

2

환경

․환경장관회의
(TEMM)

관광

․관광장관회의

1

문화

․문화콘텐츠
․문화장관회의
산업포럼

2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교육

8

․CAMPUS Asia
실무위원회

2

과학
기술

․과학기술
장관회의

․과학기술 국장급회의 ․청년과학자워크숍

3

ICT

․정보통신
장관회의

․국제협력 실무협의체
․IT 국장급 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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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계속 ❚
수준
정상
분야

장관급

고위급실무자

국장

실무자

분야별
협력체
수

운송

․교통물류
장관회의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교통물류
․교통물류 국장급회의 과장급회의

4

방재

․지진협력
청장회의
․재난관리기
관장회의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3

감사

․감사원장회의
(부총리)

인사행정

․인사장관회의

․인사국장회의

소비자

2

․인사국제심포지엄

3
1

․소비자정책 협의회

보건
수준별
협력체수

․실무협력회의

․보건장관회의
1

17

․고령화회담
6

3

․의약품 국장급회의

19

14

56
56

자료: 외교통상부.

다. 역내 FTA 논의
3국간 양자간 FTA는 한․일 FTA와 한․중 FTA만이 추진되어왔다. 한․
일 FTA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양국의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경제계간 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회 등을 통해 예비 논
의가 진행되었다. 2003년 10월에 방콕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2004년 중 정
부간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2003년 12월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되
었다. 한․일 FTA 협상은 본래 2005년 중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6차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2008년 6월부터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협의를 총 네 차례 개최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일 FTA 추진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중 FTA는 2004년 8월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장이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중국 측이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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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한․중 대표연구기관간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이 한․중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한․중 FTA
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종료되었다. 2010년 9월에
중국 북경에서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2003년부터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중국 발전연구중심,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에 진행되어 왔다. 이는 1999년 11월에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의 합의사항에 따라 추진된 3
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제2단계 주제이다. 공동연구의 제1단
계 주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일 3국간 무역 및 투자 증진방
안’이었고, 2003년부터 제2단계인 ‘장기적 경제전망과 중기적 정책방향
(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에 관
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3국 연구기관은 2009년 공동연구 결과 보고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할 것을 3국 정상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에 2009년 10월 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
서 2010년부터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였고,7) 2010년에 총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일 FTA 산․
관․학 공동연구는 2012년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정부 차

7) Joint Statement. The Sixth Economic & Trade Ministers'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5 October 2009, Hua H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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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격상 없이 7년 동안 3국의 대표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고
려할 때, 최근의 산․관․학 공동연구로의 격상은 3국 경제협력에 긍정적 요
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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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제2장 제1절에서 제시한 대로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아
져감에 따라 기능적인 시장통합을 통해 ‘자연적인 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결국 3국간 기능적 경
제협력은 심화되어가는 반면, 제도적 경제협력은 기능적 경제협력에 비해 상
대적으로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3국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한․중․일 3국 간의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민감 분야 존재, 역외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중․일 간 경
제적 패권 경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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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 분야
전술한 바와 같이 FTA 등과 같은 경제협력은 역내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FTA 체결 이전보다 더 넓
은 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 창출로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상대국에 비해 비교열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관세 및 비관
세장벽 등의 철폐로 값싼 품목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
된다. 그 결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거나 도태되어 결
국 한계산업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국의 민감 분야는 FTA 등
과 같은 3국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8)
한국과 중국의 관세분포(HS 6단위 기준)를 보면 5~10%의 관세율이 부과
되는 품목이 각각 58.8% 및 4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
본은 총 품목에서 52.5%가 무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고).9) 특히
한국의 경우 15% 이상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 즉 국제정점
(International Peaks)10)에 해당하는 품목이 7.9%의 비중을 보였고, 이들 품
목의 대부분은 1차산품인 농산품에 부과된다. 중국은 총 품목에서 10.6%가
국제정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관세분포별로 양국간 수입 비중을 계산해 보면, 한국 및 중국은 전
반적으로 5~10%의 관세분포 수준에서 높은 역내수입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
로 무관세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한편 중국은 대일본 수입에서 10%이
상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의 비중이 8.9%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역내국 수입에서 50% 이상이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국의

8)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FTA 등의 개방화는 비교열위에 있는 자본과 노동이 비교우위를 보유
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다.
9) WTO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단순평균 MFN 실행관세율(2009)은 각각 12.1%, 9.6%, 4.9%이다.
10) OECD는 일반적으로 15% 이상인 관세율을 국제정점(international peaks), 각국의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인 관세율을 국내정점(national peak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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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한․중․일 3국의 관세구조별 품목 및 수입 비중(2009년) ❚
(단위: %)

국가
한국

관세율

0

0<T≤5

5<T≤10

10<T≤15

15<T

품목 비중

14.1

12.3

58.8

6.5

7.9

중국

40.9

13.5

36.8

6.2

2.6

일본

32.3

14.2

52.4

0.5

0.6

수입

6.7

22.2

43.5

16.9

10.6

한국

32.6

22.0

40.9

3.0

1.5

일본

26.4

24.6

40.1

5.0

3.9

품목 비중
중국

수입

52.5

30.2

12.3

1.8

3.3

한국

68.9

26.4

2.7

0.6

1.4

중국

55.9

18.3

22.6

2.0

1.2

품목 비중
일본

수입

주: HS 6단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UNCTAD Trains; UNCTAD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관세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는 한․중․일 3국의 산업별 비교우위지수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한․중․일 3국 모두 비교우위 수준은 낮으면서 관세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FTA 등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된다면 민감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11)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경우 농림수산업인 1차
산품과 1차 가공산품, 가죽, 종이/목재, 의류/직물 등에서 나타나고, 중국은
운송기기, 정밀기계, 고무/화학, 일본은 1차 산품, 가공 1차 산품, 가죽 등에
서 나타난다.12) 특히 기업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신생 기업과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은 FTA 등과 같은 경
제협력에 반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11) 각 산업의 세부 품목에 따라 비교우위 및 관세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12) 중국의 1차 산품과 가공산품은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무역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일본은 농림수산업에서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를 종가세로 환산
할 경우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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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한․중․일 3국의 산업별 대세계 비교우위지수 및 관세율 ❚
한국

중국

일본

RCA

관세율

RCA

관세율

RCA

관세율

1차 산품

0.11

47.66

0.39

12.25

0.06

5.19

가공 1차 산품

0.18

33.56

0.35

13.78

0.11

8.11

가공광물

0.55

3.23

0.19

2.77

0.19

0.61

고무/화학

0.84

8.49

0.50

8.61

0.92

1.41

가죽

0.36

7.43

2.32

11.93

0.07

11.10

종이/목재

0.27

3.60

0.59

4.19

0.27

0.78

의류/직물

0.62

9.61

3.08

10.77

0.25

4.95

비금속광물

0.40

7.27

0.65

11.21

0.73

0.86

철강/금속제품

1.23

5.50

0.91

6.08

1.30

1.05

일반기계

0.81

6.17

1.51

6.19

1.35

0.00

전자전기

1.84

5.39

1.89

5.65

1.40

0.10

운송기기

1.37

7.58

0.32

12.72

2.40

0.02

기타 운송기기

3.62

3.11

0.81

4.05

1.34

0.00

정밀기계

2.24

6.94

0.96

9.72

1.41

0.22

기타 제조품

0.26

4.92

2.52

11.47

0.43

1.54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 UN Trains.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민감 분야로 분류되는 1차 산품과 가공 1차 산
품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00년에는 무역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들어 비교열위이면서 높
은 관세율을 보이는 가죽, 종이/목재, 의류/직물 등의 산업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전자산업을 제외하고는 2000년에 무역수지 적
자를 기록한 산업의 적자 폭이 2009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철강금속제품은 비교우위(1.23)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양자간 교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분
석대상 기간 동안 무역적자 폭도 더욱 늘어났는데, 이는 양국 간에 수직적
분업에 기초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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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역적자를 보이는 산업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국내적
으로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된다.

❚ 표 3-3. 한․중․일 3국의 양국간 산업별 무역수지 ❚
(단위: 억 달러)

한․중

한․일

중․일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1차 산품

-12.3

-11.0

9.5

5.4

25.8

26.6

가공 1차 산품

-3.3

-9.7

4.8

5.3

24.8

45.1

가공광물

3.0

26.9

31.0

8.7

23.3

0.8

고무/화학

36.4

130.8

-33.5

-88.0

-44.6

-146.5

가죽

6.4

-2.1

2.1

0.4

8.5

14.5

종이/목재

2.2

-2.5

-0.7

-0.8

6.2

7.1

의류/직물

4.9

-22.0

10.0

3.2

107.9

201.6

비금속광물

0.0

-13.8

-2.7

-11.8

1.0

-2.3

철강/금속제품

4.3

-10.3

-20.8

-75.2

-26.6

-118.7

일반기계

9.8

30.5

-30.8

-57.6

-57.2

-63.6

전자전기

7.3

70.0

-53.3

-30.3

-63.1

-184.7

운송기기

1.1

25.6

-5.0

-10.2

-7.5

-79.5

기타 운송기기

-0.1

-6.5

1.2

-5.6

-0.1

-4.3

정밀기계

-2.1

130.8

-26.2

-18.4

-10.1

-80.1

기타 제조품

-0.9

-12.2

0.8

-1.7

12.8

47.2

자료: UNCTAD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한편 중국과 일본의 양자간 산업별 무역수지를 보면, 중국은 농림수산업의
1차 산업과 가공 1차 산품, 의류/직물 등에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기간 동안 흑자 폭도 확대되었다(표 3-3 참고). 이들 산업에 대한
일본의 비교우위와 관세율을 고려할 때 일본은 FTA 등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들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
국과의 교역에서 철강/금속제품, 전자, 운송기기, 정밀기계 등에서 무역흑자
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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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그동안 한국 및 중국의 수출구조는 빠르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
히 중국의 수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표 3-4 참고).

❚ 표 3-4. 한․중․일 3국의 수출구조 변화 ❚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1992

2009

1992

2009

1992

2009

1차 산품

1.9

0.4

7.2

1.6

0.2

0.3

가공 1차 산품

1.5

0.8

5.2

1.6

0.5

0.5

가공광물

2.7

7.2

7.9

2.5

1.0

2.7

고무/화학

8.0

11.6

5.8

6.9

7.9

13.5

가죽

4.1

0.2

3.4

1.4

0.1

0.0

종이/목재

1.0

0.7

2.0

1.6

0.8

0.8

의류/직물

22.7

3.3

35.2

16.3

2.6

1.4

비금속광물

1.5

1.4

2.7

2.3

1.2

2.8

철강/금속제품

9.4

8.7

5.4

6.4

6.4

9.7

일반기계

8.6

11.1

4.0

20.2

22.7

18.7

전자전기

23.3

23.8

9.7

24.5

22.4

19.6

운송기기

4.3

10.1

1.1

2.3

23.6

18.8

기타 운송기기

7.3

12.0

1.4

2.7

2.7

4.7

정밀기계

1.3

8.1

2.7

3.4

6.3

5.4

기타 제조품

2.5

0.6

6.3

6.1

1.7

1.1

자료: UNCTAD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1992년에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은 전자전기(23.3%)와 의류/직물(22.7%)
로 이 두 산업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4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
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은 전자전기(23.8%), 기타운송기기
(12.0%), 고무/화학(11.6%), 일반기기(11.1%) 순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수출에서 의류/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35.2%를 보여
동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전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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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20.2%), 의류/직물(16.3%), 고무/화학(6.9%) 순으로 나타나 수출구
조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한국 및 일본의 수출구조와 유사한 형태이다.
일본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수출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은 전자전기, 운송기기,
일반기계, 고무/화학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및 중국의 수출구조
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3국간 수출구조가 유사해졌다. 특히 3국이 모두 대외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구조의 유사성은
바로 대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계 제1위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도 지수를 구하였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1]이다.13)
❚ 그림 3-1. 한․중․일 3국의 미국시장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

자료: UNCTAD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13) 수출경합도 지수(ESI)는 교역상대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 또는 경합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
하는 무역지수로, 양국의 수출구조가 전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수출경합도지수는 0이 되며,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면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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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국과  국의 수출

유사성지수,
 국가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액,  는  국가 미국 총 수출액을 각각 의미한
다. 한편 본 연구에서 k는 HS 6단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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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미국시장의
소비수요가 감소한 2008년 및 2009년을 제외하고는 미국시장에서 한․중․
일 3국의 수출 경합관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일본, 한국-중국, 중국-일본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일본 간
의 수출경합관계가 한국-중국 및 중국-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심화
되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3-2. 한․중․일 3국의 미국시장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운송기기 및 전자전기 ❚
〔운송기기〕

〔전자전기〕

자료: UNCTAD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3-2]는 한․중․일 3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운송기기 및 전자전기
산업을 대상으로 3국의 미국시장 수출경합도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송기기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합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는 경합관계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한국-일본,
중국-일본, 한국-중국의 순으로 높은 경합관계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
는 한국-중국, 중국-일본, 한국-일본의 순으로 경합관계가 변화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대외시장에서 한․중․
일 3국의 양자간 경합관계는 각 산업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3국 간의 경합관계는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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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3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과 대외수출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
한 역내국가간 경쟁은 한․중․일 경제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3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군은 국가별 주력산업이자 민
감 분야이므로, 수출주력산업의 중복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으로부터 더욱
큰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14)
아울러 3국간 기술력 및 자본력 등의 격차로 인해 시장개방 과정에서 특
정 국가로 경제적 편익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Krugman(1981), 김영한(2003) 등의 연구에 따르면, FTA 참가국의 산업구
조 및 기술수준 등 유사성이 클수록 수평적 분업을 통해 역내국 모두에게
무역에 따른 후생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역내국간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이
이질적일수록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단기적으로 생산적 잉여가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하게 되는 과정을 보인 바 있
다. 한․중․일 3국은 여전히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초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FTA를 통해 고착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
다. 이는 결국 역내 FTA 체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 및 외교적 문제로 EU 및 NAFTA와 같은
지역주의 추진 동기 형성이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형성에 대한 역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
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해온 반면, 중국은 아세안지역
에서 세력을 확대해왔다.

14) 한․중․일 3국의 산업 내 무역의 진전은 3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을 의미하므로 결국 대외시장에서
의 3국간 경쟁을 심화시킨다. 그러나 3국간 역내 무역의 급격한 증가가 동종산업 내의 3국간 무역의
심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국가간 산업 내 무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Krugman(1981)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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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이 크
게 개선되었고, 동남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화교경제권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한국과 함께 ASEAN+3 협
력체계를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는 한국
이나 일본과 달리 개별국가가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에는 천연자원 및 해외
수출시장 안정적 확보 등의 측면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
보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04
년 ASEAN+3 경제장관회의(ASEAN+3 Economic Ministers’ Meeting)에
서 전문가 그룹(Joint Expert Group)에 의한 동아시아 FTA(East Asia
FTA) 타당성 연구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가 ASEAN+3 경제장관회의에 보
고된 바 있다.15)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협정)를 체결한 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개별 국가 및 아세안과 EPA를 발효시켰다. 아울러
동아시아 중심의 지역주의적 질서보다 열린 지역주의에 더 가치를 두어 일
본은 ASEAN+3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까지 포함하는 ASEAN+6
차원의 지역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7년 6월
부터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에 관한
민간연구를 ASEAN+3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였
고, 그 결과가 2009년 8월 ASEAN+6 경제장관실무 오찬에서 보고된 바 있
다. 이처럼 일본이 ASEAN+6 차원의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며, 특히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15) 2006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 측의 제안으로 제2기 동아시아 FTA 연구(EAFTA Phase
II Study) 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009년 8월에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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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패권
경쟁은 3국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 대외수출 규모는 1992년 및 2003년에 각각 한국 및 일본을 추월하였고,
2007년에 미국, 2009년에 독일마저 추월하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
상한 바 있다. 경제규모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이 빠르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lobal Insight(2010)에 따르면, 2040년에 중
국이 세계 GDP의 27.4%를 차지하고, 한국은 1.2%, 일본은 2.4%가 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PWC(Pricewaterhouse Coopers) LLP의 경우 2020
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과 유사해지거나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파워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2. 비경제적 측면
한․중․일 경제협력의 일차적 장애요인은 민감 분야의 존재, 3국간 경쟁
등 경제적 측면 자체에 있다. 오늘날 한․중․일 3국은 과거 특정 시기에서
처럼 적대적 대결관계에 있지 않으며 시장경제를 공통분모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는 영토와 생존을 둘러싼
대결이 한․중․일 3국 관계를 지배했으며 냉전시기에는 이데올로기가 3국
관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는
때때로 정치적 요인이 돌출하기는 했어도 경제협력의 큰 추세는 변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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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다. 정냉경열(政冷經熱)이라는 말은 본디 중․일 외교관계의 경색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경제협력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
기도 하다.
그러나 역내국간 경제협력은 정치 및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상대국의 경제적 측면뿐 아
니라 전략적․안보적 측면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결과 역
내국가간 경제협력은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도 창출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측면의 장애요인은 역내국간 경
제협력의 심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16) 따라서 한․
중․일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해서는 비경제적 장애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중․일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서
통합을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면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통합은 국민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경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함에 따라 G2 체제로 대변되는 미․
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17)가 개최
되는 등 중국의 위상이 경제분야뿐 아니라 국제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빠
르게 제고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역내국가임과 동시에 미국과 G2체제를

16) 유현석(2002, 2006)에 따르면,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국
력 그리고 영향력의 극대화이며,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는 결국 국력의 극대화라는 국가이익
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도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는 그 뒤에 정
치․외교적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17)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부시행정부 시절의 고위급 회담이 장관급 회의로 승격한 것으로 무역, 투자,
금융 등의 국제경제 현안뿐 아니라 국제안보전략 이슈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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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는 초강대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갈등 또는 협
조 구도가 바로 역내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2010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관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이
대립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정립이 그만큼 중요해
졌다. 즉,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아울러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하면 미․중 관계가 G2 협조체제로 정착되지 않
는 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이외에도 비전통적 안보영역
에서는 협조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전통적 안보영역과 이념 부분에서는
평화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18)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협
조적이고 전면적 관계로 발전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중
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004년
6월에 발간된 미․중 경제안보 평가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 감퇴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전면적 개편
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0년 1월에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 하와이에 있
는 East-West Center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전략의 기본 입장을 발표
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
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전략적으로 적극 지
원하고 있다.19) 이처럼 미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우방국과의 동반
자 관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18) 이태환(2011).
19) 미국은 2009년 7월 아세안 우호협력조약(TAC: Southeast Asian Nation’s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조인하여 아세안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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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강온의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만, 티베트 문
제 등 핵심적 이익에 대해서는 강력한 태도를 취하면서 NPT 레짐이나 기후․
환경, 에너지 등 세계적인 이슈와 지역 협력에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양자적 관계는 티베트 문제, 타이완 문제, 북핵문제,
글로벌 불균형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안보적․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현재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어떤
구도로 이 지역의 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인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동
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불확실한 미․중 양자 관계는 한․중․일 3
국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협력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역사적 특징 중의 하나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대립구도를 협력구도로 전환하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은 한반도를 주요
전장으로 전개되어 왔다. 1592년의 임진왜란과 1894년의 청일전쟁이 그 대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과 냉전질서의
형성 이후로는 미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해양세력을 주도하여왔다.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공진영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미․일 동맹의 초석을 놓음으로써 이 지역에서 대륙세
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대립을 재현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중․일 3국 협력은 동북아의 오랜 전략적 대립 구도를 타파한다는 의미
가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주요 전장이었던 한반도를 매개로 전략
적 대립구도를 전략적 협력구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탈냉전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확산은 한․중․일 3국
협력구도에 탄력을 부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한․중․일 3국간 교역과
투자는 끊임없이 증대되어왔으며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협력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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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를 넘어 외교적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한 남북관계의 증진도 한․중․일 3국 협력구도에 힘을 실어주
었다. 전략적 공백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의 북한지역이 한․중․일 협력구도
에 포섭됨으로써 3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
되었던 것이다. 제2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6자회담도 역설적으로 한․
중․일 협력에 긍정적 요인이 되었다. 3국 협력의 지평이 경제, 외교를 넘어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미․일 삼각 협력의
강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북․중 간의 밀착은 한․중․일 협력구도의 심화
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 한․미․일 대 북․중․러 라
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북․중 협력이 강화되는 추
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 대륙세력 대 해
양세력의 대립구도가 재현되는 것에 다름아니며 한․중․일 3국 협력의 심
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한․미․일 간의 전략적 협력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
부 들어서 한․미 동맹은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되었다. 한․미
군사당국 간에는 확장억지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
하는 2+2 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미 동맹 강화 추세가 뚜렷하다. 한편 일본
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빠르
게 감소할 것이라는 데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은 류큐(Ryukyu)
군도 방어훈련 등 미․일 군사연합훈련의 강화와 함께 군사무기를 보강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용된 군사제한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일 간의 전략적 협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각각 한․미 동
맹과 미․일 동맹의 틀에 머물러 있던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역내에서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
환으로 한․일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에 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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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일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왔으나 제대로 협
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됐던 셔틀 정
상외교의 복원과 한․일 전략대화의 시작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2010년 7월 한국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 4명이 참관하고, 10월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일본 구축함 1척이
최초로 참가한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1월에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협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중국은 향후 한․일 양국관계가 경제협력
을 넘어 군사협력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일 전략적 협력 강화 추세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북한 이슈에 대한 미국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양을 통한 무역항
로 보호와 한미 연합군의 군사훈련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
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흥해양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 및 충돌의 가능
성이 높다. 2010년에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에 발생한 대립구
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
양 권익이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 영토와 관계되는 ‘핵심국가이
익’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2010년에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아세안지역
포럼(ARF)에 참석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
여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이 각각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구도는
결국 한․중․일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무엇보다 주목되는 현상은 북․중 관계의 밀착이다. 북한의 김
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경제 재건에 대한 수요와 중국의 한․미․일 삼각협
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북․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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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일년 사이에 세 번이나 중
국을 방문할 정도로 북․중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위력을 보인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은 최근 북․
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황금평 개발, 나선항 개발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북․중 협력의 강화는 그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면 나쁜 일
이 아니지만 중국이 한․중․일 협력보다 북․중 협력에 치중한다면 한․
중․일 3국 협력구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중 관계에 비해 한․중 관계와 중․일 관계는 다소 정체된 느낌마저
있다.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시작된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러
나 높은 수준의 양국관계 설정과는 달리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
하고,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과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전략관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한 이견은 불편한 관계를 넘어 미․중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계
기를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간 인식차
이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근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데 일
조하고, 통일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중․일 관계는 2007년 이후 ‘전략적 호혜관계’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제협력에만 전략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일 동맹의 존재를 포함해 전
략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일 양국관계
는 ‘경열․정냉․심전(輕熱․政冷․心戰)’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양국간 경
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고 있으나 외교적으로나 국민감정적으로는 답보 상태
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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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한․중․일 3국 협력은 전략적 의미에서 보면 대칭적 협력이 아니다. 머
지않은 장래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는 초강대
국 중국과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일본, 이제 겨우 중견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국 사이의 비대칭적 협력관계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협력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은 정치적 신뢰의 형성이다. 초강대국으로서 중국
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한․중․일 경제협력 심
화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언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행사할지 모른다
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 비대칭적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려면 중국의 동북아 경영전략이 보
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운영하
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 구상이 선명해지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른바 ‘화평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강대국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발전 등 내부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
다는 사정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한․일 양국의
신뢰를 형성하기에 불충분하다. 중국 자체의 불확실성이 한․중․일 3국 경제
협력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G2 체제의 일원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와 동북
아 지역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방비 공개 등 군사적 투명성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국의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같은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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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략서를 발간하여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불확실성 제거는 중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중
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어떠한 국가전략을 채택하는가는 동북아 및 세
계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중국에 일
방적으로 맡겨버리기보다는 한․일 등 핵심 이해당사국이 같이 고민하고 협
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동아시아사에서 대부분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는 ‘제국(empire)’으로 존재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은 단지 한족만의 민족국가(nation state)가 아니며 동아시아 공통의 유산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이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국가로 존
재했던 것은 신해혁명 이후 1세기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중국이 동북아 및 세계질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대
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의 제거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3국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북핵/북한 문제는 동북아에 상존하는 최대의 안보 불안 요소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안보 불안
은 수준과 폭의 차이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다. 시장이 안보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욱이 특정 국가
의 안보 위기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 파급효과를 통해 확산되
는 경향이 있다. 북한 요인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고조 시 한국의 시장뿐 아
니라 일본과 중국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이유 이외에 북핵/북한 문제가 한․중․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일과 중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일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체제가 국제적 압박과 고립으로 붕괴할 것을 우려하여 북한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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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북핵/북한 문제가 한․
중․일 경제협력을 대하는 입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단적 위기를 조성
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
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핵/북한 문제가 한․
중․일 협력틀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북핵/북한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획기적 전기를 맞는다면 한․중․
일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북한 문제가 해
결되어 남북 통합이 급진전되면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지정학적 변동이 발생할 것이며 북핵/북한 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이 급감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다소 정체되어 있던 동북아 국가간 협력에 일대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말하자면 북핵/북한 문제 등 한반도 문제는 한․중․일 경제협력의 일차적
장애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다면 한․중․
일 협력을 급진전시킬 수도 있는 이중적 요인이다.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영토분쟁은 주권국가 간에 발생하는 가장 전형적인 갈등의 형태이며 극단
적인 경우 물리적 충돌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영토․영해분쟁
은 하시라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좌초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폭발성
이 강한 영토분쟁을 미해결된 상태로 남겨두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
에 없다.
문제는 동북아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미해결된 영토․해양 분쟁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독도문제,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남사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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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남중국해 분쟁, 동해 분쟁 등은 한․중․일 경제협력에 언제든지 찬물
을 끼얹을 수 있는 민감한 주권 문제이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를 주기적
으로 경색시키는 고질적 사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한창 속도를
내고 있던 한․일 FTA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도 2005년 2월 일본 시마
네 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부각된 독도문제였다. 이명박 정
부 들어 한․일 관계는 ‘한․일 신시대 비전’하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 왔으나 2011년 8월 일본 보수우익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추진으로 다
시 경색될 위험에 처했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어도/센카
쿠 열도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20) 2010년 9월에는 조어도/센카쿠 열
도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간의 충돌사고로 양국간의 긴
장 관계가 고조된 바 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역은 역내국가 모두의 전략
적 요충지이며, 중요한 해상교통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
역을 장악하려 한다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는 역내국가간
안보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일 간 독도문제와 중․일 간 조어도/
센카쿠 열도 분쟁은 각각 한국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정치적
양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이다.
영토․해양 분쟁은 국내정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권적 사안이라서
정치․외교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경제협력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안들이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관리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협력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정체
성은 ‘나는(그리고 상대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20) 중국 및 일본 간에 조어도/센카쿠 열도 문제가 촉발된 것은 1968년으로, 주변 수역에 풍부한 지하자
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토분쟁으로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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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리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역사적 기억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입은 역사적 상처로 인해 일본과
의 심도 깊은 협력에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미
국과 더불어 G2 체제가 운위될 정도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도 중견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따라서 과거처럼 과거사가 한․중․일 협력의
결정적 장애요인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본의 전쟁 도발
에 대한 책임 여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3국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과거 역사를 사과했다고
주장하나, 한국 및 중국은 일본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만한 수준의 사과는
아니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국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있다. 적어도 일본이 이를 부각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한․중 간에도 2004년 역사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있
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자
한국은 이를 정체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비록 한․중
간 구두양해를 통해 중국 측이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로 약속하면
서 일단락되었지만 역사문제가 단지 역사문제로 끝나지 않고 양국관계 전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중․일 3국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
도자들의 리더십이며, 이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이다. 한․중․일 역사문제
가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될 때 한․중․일 경제협력은 국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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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교역과 투자 등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상호의존 논리 자체만으
로도 심화될 수 있으나 FTA나 경제통합 등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안보 불안 해소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일 FTA나 한․중
FTA 그리고 한․중․일 FTA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전략
적 고려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한․일 FTA 같은 경우는 민감 분야 등
경제적 장애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FTA나
한․중․일 FTA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 편입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협력의 심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안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자 경
제협력의 경우에는 다자안보협력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다. 유럽 통합도 OSCE나 NATO 같은 안보협력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가
능했다.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상호간 안보 불신이 극도로 고
조되었으나 다자안보협력을 증진시키면서 안보적 신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과 화폐통합을 넘어 유럽연합(EU)을 형
성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냉전시대 동서진영을 망라하는
OSCE를 구성하여 안보협력을 증진시킨 것이 주효했다. 적어도 유럽연합 소
속 국가들 상호 간에는 결정적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확신
이 태동했던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이 활성화되어 한․중․일 상호
간의 안보적 신뢰가 형성될 때 한․중․일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장차 중국의
강력한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미국과의 양자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
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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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두 양자동맹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겨냥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중․일을 포함하는 다자안보
협력이 촉진되어야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공통의 가치와 규범,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한․
중․일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통합은 경제적 논리만으로 완
성되지 않으며 문화적 친화력이 강화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경제통합의 선행모델인 유럽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독교 공동체를 모태로
하는 문화적 유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 유럽
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한․중․
일 3국은 상당히 오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가치와 규범, 또는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기 쉽
지 않다. 서구에서는 흔히 동아시아의 유산으로서 유교적 가치를 지적하지만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의 소속감을 느낄만한 기회들이 부재하다.
공동체라는 것이 어차피 상상되고(imagined), 창조되는(invented) 것이라
면 이제부터라도 동아시아 공동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발굴하고 동아시아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에 비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다
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 반드시 추가로 지적해
야 하는 것이 리더십의 문제이다. 주재우(2010)는 지역주의 혹은 경제협력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리더십을 강조한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지, 어떤 국가
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역내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
재우(2010)는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리더십에 대해 중국은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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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当頭)’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의 리더십에 대한 역내국가의 수용
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동북아 역내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리더십에 대한 해답은 유럽통합(EU)에 주요 역할을 담당
한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나 미국 역시 의지(will)나 의사
(commitment)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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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
연구: EU 집행위원회

이 장에서는 한․중․일 사무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EU 집행위21)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한․중․일이 현재 직면한 다양한 경제 및 외교적 문제들로 인해 EU 집행
위의 역할을 통해서는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에 직접적인 시사점
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 역
시 향후 EU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중․일 협력사무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이하에서는 EU로부터의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EU가 현재에 이르기까
지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21)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의 영어명칭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었으나,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에 발효됨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용어는 ‘유럽연합
(European Union)’으로 바뀌었고, EU 집행위의 공식 영어명칭은 ‘European Commission’으로 수정
되었다. 외교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은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이나 본고에서는 ‘EU 집행위원회’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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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와 유럽연합(EU)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유럽경제공동체의 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모체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로부터 유래
된다고 볼 수 있다. ECSC는 1951년에 전쟁에서 중요한 물자인 석탄과 철
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ECSC 자체만으로는 유럽이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관세 철폐만으로는
공동시장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회권국 간에는 관세나
쿼터 이외에도 정책, 관례, 제도 측면에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었고 공동체
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었었다. 이
에 따라 더욱 진전된 형태의 공동시장과 보다 발전된 수준의 공동체를 만들
기 위해 ECSC의 통합 수준을 넘어선 발전된 형태의 조약이 요구되었다.22)
유럽이 공동시장에서 나아가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의 존재
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과 철강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관세동맹
이 이루어지고 공동관세가 이루어져야 역내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인
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통합과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
을 위해 유럽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
했던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우위를 보였던 독일의 공산품

22) 강원택 외(1999), 유럽의 부활,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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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관세가 6.4%였던 반면, 이탈리아는 18.7%에 달하며 국가별 관세가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EEC는 회원국마다 천차만별이던 관세를 철폐해가면
서 회원국 사이에서 교역 비중을 높여나갔다. 그 결과 1958년 역내교역 비
중이 30%에 근접했고 관세동맹이 자리 잡은 직후인 1960년대 말에는 50%
까지 성장했다.23)
유럽경제공동체의 조직은 그 이전의 ECSC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
다. ECSE와 차이점이 있다면 ECSC의 High Authority 대신 집행위원회
(Commission)라는 기구를 설치한 것인데, 그 기능은 전반적인 사무국의 기
능으로써 High Authority와 큰 차이가 없었다.

❚ 그림 4-1.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기관 ❚

같은 시기인 1958년에 유럽공동체와 별개의 조직으로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유럽
원자력공동체는 국제기구로 법적으로 EU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원자력의 중
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경제공동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
다.24) 당시 원자력 개발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였던 프랑스는 유럽원자력
공동체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역내무역과 공동시장 설립
에 대해서는 서독을 경계한 결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원자력공동체

23) 김흥종(2010), 유럽 통합으로 본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 KIEP.
24) 1957-1968 Successes and crises European Nav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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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원자력은 이미 미래의 주 에너지자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
며, 유럽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 산업의 수준이 미미하였다. 이 기구가 설립
되면서 원자력을 유럽 공동체 내에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독의
독자적인 핵무기 제조 가능성도 견제할 수 있었다.25)
이처럼 유럽통합 과정의 초기단계에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
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세 가지 기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역할과 과제 그리고 기능상의 중복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으로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가 부족
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원을 찾는 것이 시급하였
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활동이 국가의 성장과 실업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국제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 통화
문제에 있어서도 단일 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했다.26)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1965년 Merger Treaty(Treaty of Brussels)에 의해 ECSC, EEC,
EURATOM이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동체로 변모하여 1967년 발
효되었다.27) 유럽경제공동체가 주가 되어 유럽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기존 기구
들의 중첩되는 부서를 통합하여 집행부를 이사회, 집행위, 의회 등으로 단일화
시켰다. 룩셈부르크 타협 이후에 각 회원국의 발언권과 입장 표명이 중요해지
면서 이사회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임대표위원회(COREPER28))의

25) 강원택 외(1999), 유럽의 부활, pp. 52~58.
26) ORTOLI, Francois-Xavier(1974),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Community,”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1, pp. 5-8. (January)
27)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와 단일위원회의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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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중요해졌다.29) 기관의 통합이 공동체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European Communities의 설립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초와 틀
을 마련하였다. EC 통합조약은 기구통합조약으로서 각 공동체의 기본이 되
는 ECSC, EEC, EURATOM 조약의 공동체 통폐합은 아니었다.30)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의 목적은 세 개의 기관에 분산되
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럽 내에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역내교역의 확대와 단일 공동체로서의 국제적 발언권 신장을 도모
하였으며, 회원국 확대에 대한 선별과 지원을 하였다. 1963년 헤이그 정상회
담에서 서독의 수상이었던 브란트(Brandt)가 사회정책에 관한 각서
(memorandum)를 제시, 경제통합은 사회적 부문의 진전과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1972년 파리 선언에 따라 공동체의 관심과 시
선은 이민자, 실업, 빈곤의 문제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31)
공동체 통합조치는 복잡하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는 유럽통
합이 지극히 형식과 관념을 통합한다는 의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전
에 각국에 분산되어 있던 상설 사무국들이 브뤼셀에서 통합 및 단일화가
된 것이었다.32)

28)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상설위원회): 회원국들의 대사와 같은 상설 대표자들이
집행위원회에서 발의된 제안이나 법률초안 등과 같은 특정한 의제를 각료회의가 다루기 전에 사전
협의체로 운용.
29) 강원택 외(1999), 유럽의 부활, pp. 64~66.
30) 변도은(1982), 유럽공동체, pp. 34~37.
31) J. Lodge(1989), “Social Europe: fostering a People's Europe?”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hallenge of the Future (London: Pinter), p. 311, 재인용: 문진영,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차원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2호.
32) 변도은(1982), ｢유럽공동체-EC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장래｣, p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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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유럽연합(EU)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및 유럽회계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등의 핵심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이 중에서 EU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 수뇌 차원의 모임이다. 즉 역내 회
원국의 정부수반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집행위원, 공동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겸 이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EU 정상회의는 자유로운
회의 진행과 정치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정부간 회의로서 원래 조약
상의 기구는 아니었으나, 1987년 단일 유럽의정서를 통해 법제화되었다. 주
요 역할은 전반적인 정치적 방침을 유럽 공동체의 각 기관에 제공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분쟁들을 최고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EU 이사회는 역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료급 인사로 구성되며, 통상 이
사회의 목적이 일반적 또는 정치적이면 외무장관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해당 분야의 장관이 참석한다.33) EU 이사회는 입법권과 예산권, 협정 체결
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정책을 공식화하고, 입법제안권을 가지며, 또한 법 집
행에 필요한 지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향후 한․중․일 사무국은 유럽 집
행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하에서는 유럽 집행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3) EU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1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 또는 집행위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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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는 1967년에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와 단일위원회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출
범하였다. 1995년 당시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20여 명의 위원회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
국에서는 2명씩, 다른 역내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는 1명씩을 지명하
여, 20명의 관료들이 임기 5년의 중임제로 선출되었다. 2004년에 회원국 수
가 10개국가량 늘어나면서 위원회의 관료 수도 함께 늘어났고, 이때부터 유
럽연합 회원국 각 국당 1명씩 임명되어 현재 2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원장(The President)은 EU 이사회 회의에서 역내국
정상들의 의견과 이사회 표결 및 EU 의회의 승인(approval)으로 1인이 선
출되고 있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내의 행정과 정
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부위원장(Vice-presidents)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5년부터 총 2명
으로 지정되었으나, 2004년에는 5명, 2008년에는 6명34), 2010년부터는 총
7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다. 부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EU
이사회가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집행위원회를 대표한다. 평상시에는 다
른 집행위원과 같이 소관업무를 담당한다.35)
EU 집행위원은 집행기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일원이며,
행정조직의 장으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최종 결정한다. 집행위원의 추천은
각 회원국이 집행위원장 내정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유럽 이사회가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원은 각국에서 주로 장관급
이상의 인사가 지명된다.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에서 선출되나 취임 전에 회

34) 2008년에는 기존 5명에서 1명이 추가로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35) 결국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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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출신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재직 중은 물론 퇴
직 후에도 직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36)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각종 정책에 따라 총국(DGs: Directorates-General)로
알려져 있는 4개의 부서와 총 44여 개의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4개 부서는 2011년 현재 정책 총국(Policy DG), 대외관계 총국(External
relations DG), 일반 서비스 총국(General services DG), 내부 서비스 총국
(Internal services DG)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2 참고).
정책 총국은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예
산(Budget),

경쟁 정책(Competition),

경제 및 금융(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교육 및 문화(Education and Culture), 에너지(Energy)
등의 20개 사업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외관계 총국은 유럽연합 확대
(Enlargement), 개발협력(EuropeAid Development & Cooperation), 무역
(Trade) 등 5개 사업영역, 일반서비스 총국은 유럽통계국(Eurostat), 역사자
료(Historical archives),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등 8개 사업
영역이 있다. 내부서비스 총국은 정책자문그룹(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인프라 및 물류(Infrastructures and Logistics),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 번역(Translation) 등 11개의 업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당시 9개37)였던 업무영역이 보다 세분
화된 것은 유럽연합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구조도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38)

36) 윤종설 외(2004).
37) 이충희(2006).
38) [부록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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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한데 우선 EU의 행정 전반과 입법권의
상당 부분인 법률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된 정책이 회원국에서
정상적․합법적․효율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집행권도 가지고 있다. 기본
적으로 EU 공동 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공동 농업 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EU의 독
점권 권한(Exclusive Competence) 및 기타 영역에서도 EU 전체적으로 규
범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가 모니터링하고 있어 역내
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원회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권한(mandate)을
받아서 유럽 공동체를 대표하여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 및 협정을 체
결하고 외교 사절단을 파견 및 접수한다. 세계무역기구나 OECD 등에서 다
자간 통상 교섭, 역외국들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담당하는 등 외교관계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표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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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유럽 집행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
권한
정책발의권
집행권

주요 기능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모든 안건을 입안 제출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적절히 실행하는가를 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정책을 실행

EU 기금 관리 운영권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대외협상 창구

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제3국 및 국제기구에
EU대표부를 파견하고,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진행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state/internationalcooperation/eu/index.jsp).

이와 같은 EU 집행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아래의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39)
첫째, 위원회는 공동체법의 강제력을 회원국과 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회
원국에게는 각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2개월의 여유기간을 회원국에 제공
하는데 여유기간 동안 회원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의
견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위원회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Reasoned opinion)을 해당 회원국에 전달하고, 응답의
새로운 기한을 정한다. 만약 해당 회원국이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 문제
를 유럽사법법원에 언제든지 상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사법법
원이 회원국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국가는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기관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사회가 공동체의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이사회에 대한 법원의 움직임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는 권고 및 의견 전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C 조약에 명

39) 김두수(2007), EU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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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해
당 사안에 대해 권고(Recommendation)를 하거나 의견(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의(Notice)와 의사전달(Communication)의 기
능이 권고 및 의견전달 범주에 해당 된다. 그러나 권고와 의견은 법적 구속
력을 갖지 못하며, 위원회는 정보 제공이나 조언 및 충고의 역할만을 담당한
다. 이 범주는 반드시 EC조약에서 다루는 독일 사안이나 쟁점에 관련된 내
용이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내에서 원칙상의 의
결기관은 이사회이지만, 위원회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EC 조약에 따라 공동
시장의 발전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게 직접적으로 의
사 결정권한이 주어져 있다. 특히 관세연합행정(Administration of the
customs union), 보호조항(safeguard clauses) 적용과 농업에 관련된 경쟁
(Competition) 정책, 공동체 예산의 집행 등의 대외 관련 부문에서 위원회는
직접적인 의사결정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넷째,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
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그리고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는 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위원
회의 제안에 근거해야만 입법이 가능하며, 위원회가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회의 입법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여섯째, EC 위원회는 대외관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C 조약상 국제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때 위원회는 이사회에 권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또
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지명한 특별위원회와 국제협정을 교섭할 수 있다. 특
별히 UN과 그 세부 기관들, 그리고 WTO의 관계에서 위원회가 큰 비중의
직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위원회는 공동체예산의 이행을 담당한다. 예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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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자체 예산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이사회에
제출할 예비예산안(Preliminary draft budget)에서 타 기관의 가치판단을 종
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예산 이행 관련 내용을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EU의 정책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
사회가 결정하는 형태이나, 입법 내용에 따라 EU 의회나 경제사회위원회
(EESC)의 협의를 거치기도 한다. 초안은 해당 총국 내 상급자의 검토를 거
쳐 해당 집행위원의 보좌관(cabinet) 회의에서 논의되며, 매주 개최되는 각
집행위원의 수석보좌관(chefs de cabinet) 회의에서 수정과정을 거친다. 이렇
게 작성된 초안은 집행위원회에서 단순 다수결(simple majority)로 의결하면
집행위 제안(Commission Proposal)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EU
이사회에 송부된다(그림 4-3 참고).40)

❚ 그림 4-3.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구조 ❚

40) 윤종설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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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앞서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경제적 장애요인과
비경제적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바로 이전 장에서는 한․
중․일 사무국의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로 EU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제 이 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이 장에서는 우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의 추진과정을 살펴본 후 앞서 분석한 EU의 사례
를 통해 한․중․일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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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2009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상설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중국 및 일본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3국 협력사
무국의 설립에 대한 3국 정부간 논의가 시작되었다.41)
2010년 5월 한국의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
에 따라 3국 외교장관은 ‘3국 협력사무국 설립 각서’에 서명하였고, 이를 위
한 구체적 조치로 2010년 12월 16일에 한․중․일 3국간 협력사무국 설립
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에 서명하였다. 2011년 3월 10일에 한국은 3국 협
력사무국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국 및 일본은
현재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에서 2011년 5월 현재 17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하여 56개 정부간 협의체와
100여 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협력체 구성
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
과 한․중․일 3국 국책연구기관 등은 3국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사무국 설
립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국 협력사무국은 향후 3
국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협
력사무국이 설립되면 기존의 3국간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질적․양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41) 이에 앞서 한국은 2007년 11월에 ASEAN+3 정상회의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이
버 사무국을 신규협력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3
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을 개통한 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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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국의 기능
3국 협력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 기능 및 활동으로는 ① 3국 협의
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시 주요 협의체에 사무
국 대표 참석, ② 여타 국제기구와의 연락 및 조정, ③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해당 협의체에 보고, ④ 협력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
축,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⑤ 3국 협력 관련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는 소재국 내에서
계약 체결권,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과 제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사무국 내 인적 구성은 사무총장 1인 및 사무차장 2인 그리고 전문인력
및 일반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무국 수행 기능 및 활동과 행정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하고 임
기는 2년이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맡기로 하였다.42) 사무총장의 구체
적 역할은 ① 연간 예산, 연례보고서, 필요시 임시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3
국 고위급회의 및 외교장관회의에 제출하며, ②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③ 보수 등 직원파견의 기본 조건을 제정하고, 전문인력의 임
명 및 종료를 파견 당사자에 제의하며, ④ 보수 등 일반인력의 직위 및 고용
조건을 제정하고, 필요시 일반인력의 고용 및 해고를 담당하며 ⑤ 사무국 운

42) 2011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경
제협력대사가 3국 협력사무국의 초대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한편, 사무차장에는 중국의 마오닝 한
반도 사무실 주임과 일본의 마쓰가와 루이 참사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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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기능 및 활동수행의 보조 역할을 맡으며, 사무총장
임명국가 외의 2개국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2년이나 3국 외교장관회의 승인하에 최장 2년 범위에서
1회 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무차장은 ① 3국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조언, ② 사무총장의 권한 부여에 따라 회의
및 관련 행사에서 사무국을 대표, ③ 사무국 연구활동을 지원, ④ 사무총장
이 위임하는 여타 기능 및 활동 수행, ⑤ 사무총장 궐위 또는 직무수행 불능
시 사무총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전문인력은 3국의 파견인력
이고, 일반인력은 사무국의 일반 고용 인력으로 구성된다.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이사회(Consultative Board)에서
는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안의 협의 및 총의(consensus)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요 사안은 3국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
무국 내부부서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본안을 외교
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결정된다. 사무국 내부부서는 아직까지 결정되
지는 않은 사항이나, 정치부(안보 포함), 경제부, 사회문화부 및 행정지원부
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마. 사무국 운영비
한국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공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사무국 운영비용
은 3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마련되는 균등한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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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 중 ․ 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설립 목적은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지원을 통해서 3국관
계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반면 EU 집행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유럽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EU 차원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실상
EU 집행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될 당시
에는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유럽은 이후 보다 더 발전된 수준의 공동체
를 만들기 위해서 단일시장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
를 형성하였다.
비교대상인 두 기관의 설립 목적만 보더라도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목
표가 EU 집행위원회의 목표에 비해서 추구하는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EU 집행위원회와 같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목표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럽은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에서 유럽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 목표와 사
업범위를 정했고, 합의 사업의 강제이행을 위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 기구
에 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권한 부여는 유럽통합의 실질적 토대가 되었
다. 다음 장인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집행력
을 높이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한․중․일 정상 간에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약 등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
과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형태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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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앞서 언급한 설립 목적에 따라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협의체
운영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
적 지원,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국제기구와의 연
락 및 조정, 신규협력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3국 협력관련 연구 수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입안과 의결된 정책이 역
내국에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및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5-1. 한․중․일 사무국의 EU 집행위원회 역할 및 권한 비교 ❚
구분

한․중․일 협력사무국

EU 집행위원회

․EU 공동체 이익 대변 및 정책 집행 감독
및 감시

목적

․3국 협력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역할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
․각종 정책 입안
정적․기술적 지원
․정책 집행 관련 감독 및 감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 추진

주요 권한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국제기구와 연락 및 조정
․신규협력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3국 협력 관련 연구 수행

․정책 발의권
․결정된 정책의 집행권
․EU 기금 관리 운영권
․긴급조치 운영권
․대외협상창구(외교관계)

주요 인력
구성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2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7인
․기타 위원 19인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큰 차이점은 이들 두 기관이
보유한 권한에 있다. 즉,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정책 발의권과 함께 집행권,
기금운영권, 대외협상을 담당하고 있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
중․일 협력사무국은 3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제안되었기 때
문에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와 새로운 사업 발굴 등과 같은 지원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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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3국 협력사무국이 가진 권한은 EU에 비해 상대적으
로 미미하다.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1967년에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와 단일위원회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을 채택하면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중․일 협력사무
국도 이러한 형태의 정상간 합의를 통해 그 근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중․일 사무국은 3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초국가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한․중․일 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으로 구성되는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총 27명의 집행위원회 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및 19명
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43)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평상
시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원장 1명과 26
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집행위원에게는 수
석보좌진과 보좌진들이 배치되어 있어 담당 분야에서 제안되는 정책 혹은
사업이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거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주요 권한에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주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갖
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은 임명
되기 전 출신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물론 이러한
서약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나 3국 협력사무국이 결국 3국의

43) EU 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위원회의 관료 선출 시 인구규모를 반영하여 인구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두 명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수가 그후 더 늘어나면서 각 국가당 1명씩 위원을 임명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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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역내 공
동 번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표 5-2.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 주요 직급의 담당 역할 비교 ❚
구분

사무총장
혹은
위원장

사무차장
혹은
부위원장

EU 집행위원회

한․중․일 사무국

임기

2년(연임불가)

5년(연임가능)

임명

외교장관회의

유럽이사회 표결 및 의회 승인

․사무국 예산
․집행위원회 대표
주요 ․3국 고위급 및 외교장관회의에 보고
․행정과 정책에 대한 조정 역할
역할
서 제출
․EU 이사회 참여
․내부규칙 및 규정 제정
임기

2년(연임가능)

5년(연임가능)

임명

외교장관회의

유럽이사회 표결 및 의회 승인

․사무총장 대행 및 보조 역할
주요
․사무총장에 조언 역할
역할
․사무국 연구 활동 지원

․위원장 대행
․평상시 담당부문에서 행정조직장으로
서 활동
․EU 이사회 참여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한․중․일 사무국의 경우 일반적인 사안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으로 구
성되는 협의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중요 사안은 3국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 정책과 관
련된 총국(DG)의 상급자와 해당 집행위원 보좌관의 논의를 거쳐 집행위원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정과정을 거친 후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제안이 된
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렇게 논의․협의․수정을 거친 공식제안을 EU 이사
회에 제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메커니즘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
행위원회의 큰 차이점은 EU의 경우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사회에 안건이 제
출되고 이사회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중․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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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무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없다. 단
지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Consultative Board)에
서 협의되고, 그나마 중요한 사안들은 각 정부의 대표들을 통해서 협상을 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안은 외교장관회의에서 승인
을 받은 후 결정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한․중․일이 보다 실효성 있는 협
력사업을 도모하고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사무국이 EU 집
행위원회와 같이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
기 위해서는 협의 이사회(Consultative Board)를 거쳐 외교장관회의에서 승
인을 받는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즉, 최상위 협의기구로
한․중․일 3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밑에 3국 협력
사무국 등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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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사무국이 3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
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라 하면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한․중․일의 경제협력 분야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사무국의 역할과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는 유럽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참고 대상으로 삼았다. 유럽의 상황은 동북아의 상
황과는 차이가 커서 한․중․일 사무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 역시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
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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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
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유럽연합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고, 특히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만
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
을 해결하고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향후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
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
업의 집행권한이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보장되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한․중․일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어려운 과정
을 거치면서 유럽통합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
이 ① 역내국가 간의 관세철폐와 수출입제한의 철폐, ② 대외공통관세의 설
정과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③ 농업, 운수, 경쟁제한 등의 측면에서의 공통정
책의 작성, ④ 노동력, 자본이동, 기업설립 등의 자유화, ⑤ 유럽투자은행의
설립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중․일 사
무국도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2010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하고 5개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러나 ‘3국
협력 Vision 2020’의 내용은 협력을 강화한다는 담론적 내용만을 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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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 목표와 실현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한․중․일 정상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사업들을 협약 형태
로 합의한다면 현재의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차
원에서 벗어나 3국의 경제협력과 통합에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동시장,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협약체결도 한․중․일 사무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
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
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함으로써 한․중․일 통합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
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중․일 3국 간에는 정부 차원의 100여 개
의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앞으로 더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한․중․일 사무국이 이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합의된 협력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국 정상의 각별한 관심이 필
요하다. 지난 2002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이 제시한 ASEAN+3 차원의 26개 사업 역시 초기에는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 협력의제 및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44) 따라서 한․중․일 협력 사업들이 단순한 합의
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한․
중․일 사무국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경제협력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
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44) 정형곤 외(2010),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오늘의 세계경제, 제10-15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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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
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입
장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앞 장에서
도 분석했듯이 유럽이 ECSC를 통해서 경제통합을 모색할 당시인 1950년대
초에 관세철폐가 회원국간 역내교역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1960년대 말에는 역내교역 비중이 50%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한․중․일
교역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22.5%이나 상호 간에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중․일 3국이 3국간 투
자보장협정 체결, FTA 등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서두른다면 역내 교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 있어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
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
안과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럽이 ECSC에서 출발하여 경제공
동체를 이루었듯이 현재 한․중․일 3국의 공동관심사인 원자력 안전 및 협
력 문제 등에서 협력의 모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한․중․
일 사무국이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
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
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45)
뿐만 아니라 한국이 3국의 협력사업으로 제시한 Campus Asia 사업 등을
보다 더 구체화함으로써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45) 정형곤 외(201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1-17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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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협력사업에서 한국이 한․중․일 사무국을 통해서 3국간 협력을 심화시
키고 지역통합체로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는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현재도 진행형인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 등 한․중․일 협력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3국간 협력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
국의 공동성장, 번영을 위해서는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고취시
키고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의 정치적 리더십
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촉진
시키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비경제적 정치안보 요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한․중․일 경제협력의 비경제적 장애요인으로서 미․
중 관계의 재편,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구도, 중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불확실
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미성숙, 동북아 영토․해양 분쟁, 한반도의 안보
불안 상존, 동북아 역사문제의 미해결, 공통의 가치와 규범 및 정체성의 부
재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비경제적 장애요인의 대부분은 현재
한․중․일 사무국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안보전
략과 영토․해양 문제는 3국의 외교․국방 당국에서 담당할 문제이고, 북핵/
북한 등 한반도 문제는 각국에 담당 부처가 명백히 존재하며, 동북아 역사문
제나 공통의 가치․규범․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부처도 있다. 이에 따라 초
기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은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사무국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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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 장애요인 제거에 기여하는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는 한․중․일 사무국이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 간의 안보 이해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미․중 관계의 재편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계
에서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의 균형감 있는 전략가
들을 망라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공동 발간한다면
한․중․일 3국간 상호 안보 이해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
국의 바람직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서도 이를 중국만의 문제로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3국간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한․중․일 사무국에서 일련의 안보환경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사무국 자체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사무국 내에 정치부가
설치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
다. 이미 한․미․일 3자나 남․북․미․일․중․러 6자 중심의 1.5 Track
대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한․중․일 3자가 모이는 전략대화는 부재한 실정
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이 경제 분야를 넘어서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되
기 위해서는 한․중․일 3자 당국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교안
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한․중․일 사무국에서 동 사업
을 착수하기에 부담스럽다면 한․중․일 정상회의의 협력사업 의제로서 건의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
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안보
불신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만 속도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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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기존의 동맹체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도 중국을 껴안는 안보협력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한․중․일 협력의 획기
적 전기는 마련되기 어렵다. 기존 6자회담 틀 내에 동북아 평화체제 워킹그
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향후 상당 기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미․중 관계의 재편에 직
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중․일 3자라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이 관련 논
의를 주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은
각국의 안보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다. 각국의 안보당국은
기존의 안보체제를 고수하려는 관료적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사
무국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사무
국 정치부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연구를 발주하는 것부터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운영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서 한․중․일 3국이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친
화력이 증대되면 한․중․일 경제협력의 심화는 물론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향후 설치될 사무국 사회문화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공동
유산(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
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국간 출입국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바
람직한데 당장 비자 면제가 어렵다면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비경제적 장애요인 중의 하나인 동북아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와 중․일 역
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성과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 이 사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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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3자 협력 틀로 가져와서 한․중․일 사무국 산하에 한․중․일 역사
공동위원회를 두고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으려면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
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
한 사업들을 확대해간다면 한․중․일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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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표. 유럽 집행위원회 각 총국의 세부 업무 ❚
부서

세부 업무

주요 담당 업무

농업

농장 원조, 시장 분석, 농촌 개발정책, 질적 향상 정책,
국제관계 농업 관련

예산

유럽위원회의 예산 심의/관리

기후변화 행동
경쟁

국제적 기후협상, 2020년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정책
수립
EU 시장 내 경쟁의 왜곡을 막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

경제 및 통화

지속적인 경제성장, 취업률제고, 안정적인 공공재무와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

교육 및 문화

평생 교육, 청소년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공, 모든
연령대에게 교육 제공

정책총국
고용 및 사회 문제
에너지
기업 및 산업
환경
보건 및 소비자 보호
행정자치
정보 및 미디어

직장 내 인권 보호와 복지 업무 담당, 회원국가 내에서의
고용 신분 보장
에너지 부족 현상을 연합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존재,
에너지 분배
유럽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 유럽
내부시장 강화
환경 보호, 발전, 높은 수준의 환경 보전 대책 마련
식품과 제품에 대한 안전 책임, 유럽인들의 건강과 보호
EU와 제 3국가 사람들이 내부 경계 없이 들어와 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

정보 관련 연구 진행, 정보화 시대에 맞춰 높은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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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계속 ❚
부서

세부 업무
내부 시장 및 서비스

정책총국

민사, 형사, 기본권 및 유럽연합시민권 관련 업무 수행

해양수산

어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 살기 좋은 해안환경
조성, 바다 환경 보호

교통 및 수송

회원국간 동일한 교통 시스템 유지, 신교통수단의 공동개발,
인프라 확충

지역 정책

각 지역 내 불균형을 방지하여 균등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

연구 및 혁신

2020년 유럽연합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와 혁신 사업을
진행

과세 및 세관

공정한 세금 부과 및 통관되는 물품에 대한 적법한 관세 징수

EuropeAid 개발협력

외교정책
인권지원국

일반
서비스
총국

유럽연합 가입 희망국들과 협상
세계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적 발전에 대한 사업 진행,
전반적 개발협력 분야 업무 담당
타 국가와 회원국 간의 관계에서 연합의 입장을 대변하여 협상
EU에만 한정되지 않은 세계적 인권 보호 활동 진행

무역

경제성장을 위한 회원국의 수출입 협상

중앙 도서관

1958년 설립, EU의 역사적 자료 소장

언론

EU활동에 대한 언론과 대중과의 소통

유럽반부패관리국

부패 방지를 위해 설립,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 관련 조사
진행

유럽통계국(Eurostat)

나라와 지역별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EU에 가입하려는 후보국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사자료
공동연구센터
출판국
일반 사무국

내부
서비스
총국

유럽 단일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 차단

정의 구현

확대
대외관계
총국

주요 담당 업무

EU의 역사적 자료 관리

회원국 내 공동 연구과제 담당
각종 간행물 발간(EU 공식 기록물 포함)
EU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 담당, 27명의
커미셔너로 구성

정책자문그룹

의장의 권한하에서 정책 제정/결정권자들에게 자문/조언

데이터보호사무국

개인정보유출 방지 업무, 정보 제공 시 신원 확인 및 보안
업무

인적 자원 및 보안

연합에 필요한 자원들 분류 및 영입

정보

EU내 IT 전략 수립 및 IS 기반 산업 지원

인프라 및 물류(브뤼셀) 인프라 및 물류에 대한 전반적 관리
인프라 및
물류(룩셈부르크)

인프라 및 물류에 대한 전반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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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계속 ❚
부서

세부 업무
내부 감사

내부
서비스
총국

주요 담당 업무
연합 내 자체적인 감사 업무 수행, 미연의 부패 방지
기능

통역

해석과 컨퍼런스 편성 담당, Spoken words에 대한
번역을 담당

법률 서비스

위원회에 법적인 조언 담당, 법적 소송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

인력 및 행정
번역

봉급, 연금, 환급, 건강보험, 지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
23개의 공식적인 EU언어를 번역, 문서 번역만 담당

자료: EU Commission(http://ec.europa.eu/about/ds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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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Rol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in Stimulat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Hyung-Gon Jeong and Ho-Kyung Ba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hat has recently convened in
Seoul was a reminder of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is to discuss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in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trilateral cooperation and to ultimately achie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ver the long term. The main benchmark for reference for this research is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the 1950s, despite its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Europe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ECSC, EURATOM,
and the EEC under strong political leadership. Different from APEC and
ASEAN,

supranational

authority

were

given

to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enhanced the enforce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and eventually led to the founding of the EU. Thus,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should gradually expand its current functions and roles
and ultimately pursue supranational authority. This should enable the
Secretariat to respond more efficiently to factors that hinder regional

98│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integration and better contribute to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presents guidelines for the Secretariat to enhance
its roles and functions as follows.
First, the objectives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need to be
more concrete and future-oriented, and the objectives must be stipulated
with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Summit. Under clearer objectives
and supranational authority, the Secretariat should be able to reinforc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additi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needs to build a basis for controlling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among the three nations, as did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ver the long term,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should transform into an executive commission as it expands its roles and
functions.
Second, the Secretariat should facilitate regional integration by actively
implementing the current and potential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Third, the Secretariat should focus on its role in achieving further
institutionalization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ase of Korea,
Korea's exports to China and Japan are rising continuously; thu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stablish policies to increase market access
by bette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o alleviate non-tariff barriers.
Fourth, the Secretariat needs to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that could alleviate factors which hinder regional
cooperation. For insta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nuclear
cooperation issue in Northeast Asia, the Secretariat could initiate a 'Northeast
Asia Atomic Energy Community' similar to EURATOM in Europe.
Fifth, in order to formalize the Trilateral Summit and successfully
implement the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the Secretariat shoul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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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o minimize factors which hinder trilateral cooperation. Therefore,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should keep politics out at the initial stage.
Sixth, the Security Evaluation Report is in need of further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of trilateral peace security issues.
Seventh, a 1.5 Trace Dialogu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is
necessary for a more active discussion on security and regional issues in
Northeast Asia.
Eighth,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crucial for strengthening
future-oriented cooperation and ultimately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Ninth, the three countries must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o
enhance common values and identity among Northeast Asians. Organizing an
East Asian Common Heritage by the Secretariat can be one option. Another
idea is to install an exclusive airport of entry for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Tenth, in the short run, the Secretariat should pursue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which can help acquire supranational authority from its
member countries. This should enable the Secretariat to improve the quality
and operations of its industrialcooperationprogramsand allow China, Japan, and
Korea to raise their economic cooperation to the nex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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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다. 3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사무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초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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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ASEAN 사무국이나 APEC 사무국보다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한·중·일 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설정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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