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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세 속 중국의 한반도 정책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 커 위

북핵 문제가 과열되면서 중국의 역할과 작용 또한 주목을 받아왔다.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국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회담의 재개 방법과 방식을 탐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중국은 국익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 유지·보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견지해왔다. 새로운 시기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평화기제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

랙 병행”, “동시 잠정 중지” 방안을 적시에 정확하게 제안하여 주변 지역, 한반도, 동북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모색했다. 

올 들어 전개되는 형세를 보면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북한과 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재개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이후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간 일련의 접촉이 진행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북미정상

회담도 구체적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의 전제하에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

명하였으며 회담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발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는 중국이 그동안 제창해왔던 “동시 잠정 중지”의 국면이 한반도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한국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기제 문제 또한 중국의 “투 트랙 병행” 방안과 일치한다고 일

정 정도 해석할 수 있다. 

1. 소통과 협력, 일률적 제재를 대체하는 다자협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한 전략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지난 8

년 동안의 무시와 압박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열망을 저지하지 못했다.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극한의 압박”과 “군사적 위협” 정책 또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 돌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장기적 존속에 대해 

의심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 역량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도 객관적 사실이다. 회

담의 각 당사국은 북한의 존속과 안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공통의 인

식을 정립해야 한다. 

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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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

은 마땅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안보리를 통과한 제재 

결의를 지지하며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며 한반

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담판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깊이 인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결심이 더욱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자 기제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는 각 당사국이 타협 속에서 윈-윈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감독하며 지역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6자회담은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발휘했었다. 북미 포함 6개 관련

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바램을 모두 가지고 있어 적지 

않은 관련 합의와 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접촉과 적응의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6자회담이 

장기화, 제도화 될 수 있다면 동북아지역의 안보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자회담이 다자기제로 자리 잡아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정기적으

로 진행하고 각 당사국의 결의 실행 상황을 감독하고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국들은 오판과 오독을 일정 정도 피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전체를 위한 평화기제의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투 트랙 병행”, 북핵 문제의 전술적 해결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핵 위기 발생 초기에는 주로 방관하였지만 외교정책을 다방

면으로 조정하여 점차 역량에 알맞게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동시 잠정 중지”를 제안하였다. 북

한은 모든 핵 미사일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다. “동시 잠정 중지”는 긴박한 안보 사안을 해결하여 회담 재개를 위한 효과적 방

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은 북핵 문제 경색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이를 제안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평화기제 전환을 위한 “투 트랙 병행” 방안은 

시의 적절하며 각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정전-평화기제의 전환도 없다: 역으로 정전-평화기제의 전환이 일

어나지 않는다면 북한의 안보 요구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모든 합당한 주요 사안들도 해결이 

불가하며 비핵화 또한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투 트랙 병행” 방안은 각 당사국의 주요 

사안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와 담판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조속히 

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투 트랙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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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비핵화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각 당사국의 이익과 주요 관심사안을 합리

적이며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투 트랙”은 한 편으로 북해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다른 한 편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동기를 고려하여 평화기제를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와 부수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쉽사리 포기하기는 힘들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북한

의 합당한 주요 사안을 무시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계획에 더욱 매달리도록 만들 뿐이다.

“동시 잠정 중지”는 북미간 불신을 해소하여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여 양국이 스스로 언행을 자제하면서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양국이 

“상호비방”과 “무력 위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전쟁 준비에 몰두하여 지역의 안보딜레마를 

가중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종합적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당사국

의 합당한 안보 사안을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많은 “동시 진행”이 존재한다.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 진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투 트랙” 동시 진행을 제안하고 미국과 한국은 “제재와 압박의” 동시 진행을 

시행하며 각기 상이한 방법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측이 다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는 

대화와 담판을 재개하는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 측도 대화와 담판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측의 “4불” 원칙

이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행동으로 세분화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새 정부 또한 수 차례 공개

적으로 대북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담판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각 당사국이 조속히 대화와 담판을 재개하도록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함께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3. 남북 균형, “신형 국제관계”의 발전

중국은 남북 양측과의 균형적 관계를 신중하게 발전시킨다. 어느 일방과 외교관계를 발전시

켜 다른 일방과의 관계에 영향 심지어 손해를 끼치는 상황의 발생을 방지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역사적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과 북한 양국은 한

국전쟁에서 함께 싸웠으며 정전 협의를 공동 조인하였고 <조중우호호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중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익과 안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북한이 다시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방지하였다. 고위층 대화와 접촉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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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이 담판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길로 인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며 체면을 중시하여 인도와 제약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통일 문제에 관해 ‘자주’ ‘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견지하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중국특색’을 ‘북한특색’으로, ‘개혁을 ‘혁신’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의사

를 북한에 강요하거나 북한을 어린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합리적으로 설득

하여 북한이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기꺼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엄

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진핑 동지는 “한중 양국은 떠날 수 없는 이웃이며 천연의 협력 파트너”라고 

지적하였다. 수교 이래 25년간 우호적 교류와 협력 및 공동 번영은 한중 관계의 주요 기조가 

되어 왔다. 한중 양국은 현재 각국 경제사회의 진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실현 측면

에서 폭넓은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 양호한 한중 관계는 역사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합되며 

양국 국민 공동의 소망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었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

는 사드 배치를 고집하였고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다행히 2017년 10월31일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잠정적으로 ‘봉인’하는 데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도 반등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 최다 

유학생 진출국, 최대 해외여행지이다.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한중 양국은 마땅히 명실상부한 전략협력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과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 아시아의 진흥

을 위해 손을 맞잡는 파트너, 세계번영을 촉진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한다. 

중국은 현재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 및 공동번영의 신형 국

제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유비무환, ‘정층설계’, ‘한계점 인식’을 통한 대응

중국은 한 편으로 정층설계를 통해 전략적 시각을 유지하여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핑계로 시비

를 혼동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는 외교와 압박, 대화와 대항, 위협과 보상 등 각종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 하지 않고 여섯 차례 핵 실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설정하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이미 끝이 났다고 선포하며 군사적 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여 한반도는 일순간에 전장이 되었고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국면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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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엄격하고 혹독한 제재, 북한 엘리트의 탈북 격려, 인권문제의 국제화”에 희망

을 걸고 북한을 압박하여 경제 악화, 정국 혼란, 내란 발발, 내전, 정변 혹은 붕괴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

패와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탓이라는 미국 등의 주장은 완전한 착오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고 각종 위기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각 당사국의 관찰에 의하면 한반도는 다양한 종류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은 각종 돌발사태에 주의하여 관련 위기관리대책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 미국, 중국 등 국가는 이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종 논의를 시작하였다. 각

국, 특히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과 북한의 돌발사태 발생과 사태 악화가 모든 관련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예방적 외교와 위기관리를 위한 소통 및 협력을 개진하여 돌발사태의 발생 

확률과 사태 발생 이후 각 국의 오판과 오독 가능성을 낮추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자 한다. 

5. 역지사지, 신뢰기제로 안보 딜레마 대체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는 대체로 북한의 국방력 건설 노력 및 공세적 군사전략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력 건설 노력 및 공세적 군사전략은 마찬가지로 한미공동방위시스템의 부

단한 강화 때문이기도 하다. 냉전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군사적 역량

을 강화하고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무적의 군사적 역량을 갖춘 초강대국 미국과 고속경제성장을 누리는 한국이 현

재 손을 잡고 자국의 정치제도 파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를 통

해 북한은 핵을 보유하여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

한의 행동들은 역으로 한미동맹의 공동방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위협을 유

지하게 만든다. 

한미동맹과 북한 모두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양측 모두 자국의 안보상황을 개

선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군사역량을 증강하게 되면서 결국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냉전 시기의 구조 속에서 동북아 각국은 사상,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의심, 불신, 대립이 가득하다. 국제 정세가 현격히 변화하면서 모든 

국가는 서로 의존하게 되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이 타국에 대한 적대시와 협박

이 아니라 협력의 습관과 제도를 양성하여 위기 혹은 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안보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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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함께 수호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신뢰의 결핍과 상실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신뢰의 수

립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계에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고 안보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이다. 공동의 안보 이익과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국익 중 공통부분

이다. 국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동북아지역의 안보 현황에 맞추어 중국은 동북아 각국의 신뢰 결핍과 상실을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동북아 각국의 국익을 기본 목적으로 삼아 이익의 공통부분을 모색하여 협력

을 추구하고 신뢰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신뢰기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와 

동북아 각국은 신뢰기제 구축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 요인, 냉전적 배경과 현실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어 연관 문제들을 한

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자안보대화 강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안보의 이념을 추진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계 준칙을 수립하여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책임을 감당하는 지역 대국이자 영향력을 갖는 세계 대국

으로서 중국은 북핵 문제의 우여곡절, 북중 관계의 기복, 복잡하고 삼엄한 정세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국의 국익 유지와 보호를 중점으로 삼으면서 

한반도 관련 사무에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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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협력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전략 - 서울시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Strategy for South Korea's “Northward Policy”

성공회대학교

이 남 주

1. 한반도정세 변화와 동북아협력

최근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준

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 영향은 결코 한반도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

다. 동북아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반도정세가 동북

아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이 계기를 동북아가 내부의 균열과 대립을 치유하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질서가 무너진 이후 동아시아와 동북아에서도 지

역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적지 않은 진전도 있었다.1)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연결과 통합이 실현되면 동북아협력의 공간을 결정적으

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한반도의 분열로 한반도 남북이 모두 큰 희생을 감당해

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자신의 

경제사회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이 두 지역은 개방화에 따른 

경제발전의 성과를 같이 누리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커졌다. 그런

데 한반도 협력의 진전이 동북아협력과 연계될 경우 이 지역의 안보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2003년)과 창지투개발계획(2009)은 

추진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러시아는 2007년 “극동 및 자바이칼리예 경제사회발전 

2018년”을 발표했고 2013년 3월에 202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다시 발표했다)의 성과도 상당 

부분 한반도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미 사이의 오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한반도정세의 진전은 기대

1)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지역협력의 최종적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17개 
협력사업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포함한 9개 중장기사업을 제시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동북아에는 2007년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008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2012년 이
후에는 연례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실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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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느리게 진행되었고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악화되어갔다. 북한은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

로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고 미국과 한국은 이에 선제공격 필요성을 운운하며 군비를 

증강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을 수행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동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한반도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한반도 정

세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렇지만 현재 대

화국면의 동력이나 방향 모두 과거와는 다르며,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에 가까이 가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모두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과거 북한붕괴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소위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그러한 관성을 따른 것이다. 북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의 핵무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능력 강화가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인민

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자신의 핵능

력이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향 면에서는 북미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와 판단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

도록 만들고 문제해결의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출구, 즉 최종 목표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입구, 단기 과제에 대한 합의와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구체적

인 최종 목표(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 및 실행 방안(특히 시간표)을 테

이블에 올려놓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대화가 성과를 거둔다면 곧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다.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함께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냉전의 유산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청산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역협력을 가로막는 여

러 법적 제약도 사라진다. 둘째, 두만강유역개발계획 및 광영두만강개발계획(GTI), 중국의 창

지투 개발계획 및 일대일로, 러시아 극동개발계획 등의 역내 개발계획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각국의 개발계획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역외 행위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협력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동북아와 동남아의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

다. 동북아협력의 진전은 이러한 장애요인이 제거하고 동아시아협력을 위한 자본, 기술, 시장 

등의 요소들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이제 관련국들이 오랜 동안 정체되고 심지어는 후퇴했다고 할 수 있는 동북아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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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협력과 북방협력

1) 북방협력의 잠재력

동북아협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지만 중단기

적으로는 북방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협력의 잠재력이 역내의 다른 협력 플랫폼보다 높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 

질 높은 노동력, 자본과 기술 등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한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풍부하

고 양질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및 중국 3성은 높은 교육수준의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한국, 러시아는 자본과 기술을 앞의 자원, 노동력과 결합시켜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각국이 모두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

회경제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다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시장, 자본, 기술, 지하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내부에서도 북방협력

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도 북방협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방협력은 무엇보다 유라시

아협력과의 연계성이 높다. 이 지역과 중앙아시아, 유럽 등이 육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교

통 인프라 건설도 일부 미싱 링크를 제외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다. 최근

에는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해로를 통해 직접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또 

북방협력은 태평양 경제권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즉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고 

규모도 가장 큰 국가들이 북방협력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

는 매우 크다.  

셋째, 북방협력은 높은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잠재력과 확장성은 국제

적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이 주도하는 협력이

라는 점 때문에 북방협력의 진전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나가가 지구적 차원의 지경학․
지정학에 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방협력에 대한 다른 행위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과 일본이 서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이 대륙세력에 넘어갈 것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이러한 우려가 최근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륙과 해양의 대립 구도가 강

화되면 한국, 아세안 국가들의 북방협력에 대한 태도에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방협력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는 물론이고 북방협력에서도 대륙, 해양, 그리고 역외 행위자들에게 참여가 개방된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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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방뉴딜의 구성

북방협력이 높은 잠재력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지체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의 관성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

년부터 북방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서 북방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북방뉴딜의 첫째 구성 요소는 남북협력과 북방협력을 결합시키고 양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름

이 없다. 특히 북방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생각은 실현가능성이 더 없다. 

그 동안 한국이 제안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구상이 성과를 얻지 못한 원인이 이러한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북방협력은 북한이 이를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흡수하는 방식도 아니고, 또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다른 일방에 대해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점진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키고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즉 남북이 점진적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한 실천이 결합될 때 북방협력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다른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점진적․단계적 통합이 자신들의 주요 이익에 부합한다

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는 주변국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현상변경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

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 현상유지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점진적․단
계적 통합해가는 가운데 이를 동북아 및 북방협력과 연계시키는 것이 한반도와 관련국들이 상

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화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이 과정을 지지하고 이를 

지역협력으로 진전시키는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방뉴딜의 둘째 구성 요소는 탑-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결합시키

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시장과 기업이 주도했다. 북방협력과 관련해 과거 

GTI 등의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있었지만 북핵 문제 등 정치군사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의 활동이 주로 실무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방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도 많은 사업들이 각국의 정치적, 정책적 결정과 긴

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경협력 등은 정치안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역내 국가들 사이의 

불신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방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텀-업 협력과 탑-다운 협력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관련 국가들이 고위급 대화채널을 만들어 북방협력의 종합적이고 장기적 비전을 수립

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한다면, 북방협력에 대한 대내적․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북방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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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다. 만약 남북협력이 진전되고 남북간, 그리고 관련국들 사이에 북방협력에 대한 비전

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각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판문점 포럼”과 같은 플랫폼을 구축

해 북방협력 관련 사업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작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른 고위급 포럼이나 대화채널과 결합시켜 동북아 차원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북방뉴딜의 셋째 구성요소는 각국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합의와 지지를 형성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협력이 민생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에서는 국제적 경제협력이 반드시 민생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내적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 

국가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된 배경에도 분배의 악화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내적 경제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동시에 북방협력도 그 성과

를 이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같이 누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국가별로 자신의 발전수준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가 내부의 사정이나 단기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과거의 관성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지역 내의 

여러 발전모델 사이의 장점을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모델의 구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2) 유럽통합 방식, 특히 통화통합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볼프강 슈트렉, 김희상 옮김,　『시간벌기-민주적 자본주의
의 유예된 위기』, 돌베게, 20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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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방뉴딜의 주요 사업

위의 추진전략을 고려하면 북방뉴딜은 다음의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

① 교통협력

북방뉴딜의 기초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 철도 및 도로  네트워크 

건설이 북한 및 러시아 국경까지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 내의 철도 및 도로 네트워크

도 정비가 되어 있다. 이 지역 교통네트워크의 미싱 링크는 북중, 북러, 남북 사이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이다. 여기에는 지리적 장애는 거의 없고 건설이 필요한 길이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 

교통협력은 각각 환동해경제권, 환발해경제권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즉 각

각 교통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주요 도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확장시켜갈 수 있다. 환

발해권에서는 서울, 평택, 목포,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丹東), 션양(沈陽), 따렌(大蓮), 텐진

(天津), 칭다오(靑島), 렌위강(蓮雲港), 상하이(上海)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동해에서도 러시아, 

일본의 도시들이 참여하는 환동해도시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업들이 진척되면 환발해, 환동해 경제협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반도 동

서 연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원산, 서울-강릉/속초간 도시 및 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

과를 극대화 한다.

② 친환경적 자원․에너지

교통협력 다음으로 빠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은 자원․에너지　협력이다. 동북아 지역

은 자원수요국과 자원공급국이 인접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인데 정치군사적 균열로 이러한 

지경학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자원․에
너지 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원․에너지 이용과 

협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자원․에너지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하자원의 

개발과 전통적 방식의 공급만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생산 협력,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

는 공급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기술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 R&D 센터의 구축이 북방협력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협력

인적 교류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기초이며 높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역내 인적 교류는 빠르게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호 이해와 신뢰의 증진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항공을 통한 이동이 주류를 이루며 철도, 도로 등의 육로를 통한 국가간 이동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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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인적 교류는 섬들 사이의 인적 교류와 

큰 차이가 없고, 상대를 이웃으로 상상하기보다는 자신과 단절된 다른 공간으로 이해하기 쉽

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인적 교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한계도 많으며 

육로를 통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시켜 다른 국가를 이웃으로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적

극적으로 창충해야 한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간, 한반도와 북방지역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다. 다만 남북협력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북간 인적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남북간 인적 교류의 수준을 고려해가며 단계적으로 

육로를 통한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가야 한다. 

그 외에 관광교류는 국가간 교류 활성화와 함께 이 지역의 공동이익을 증가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역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경제적 자원을 결합시키는 다국적 관광상품을 개발해 

역내의 증가하는 해외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④ 낙후지역 개발협력

국가별로 경제발전단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분포도 다양한 동북아 지역

은 상호 보완적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원, 노동력, 기술, 자본, 

시장 등이 모두 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사이클을 완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 자원의 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정비해주면 이 지역의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협력이나 산업협력이 지역의 공동이익, 특히 역내 다수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가 발전된 지역이나 고소득 

계층에 경사되어 분배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국제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발전이 낙후된 지역들은 순수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에서는 북한 전체와 한국의 휴전

선 인근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협력은 역내 모두 국가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⑤ 안전협력

이 지역에는 군비경쟁, 영유권 분쟁 등의 전통적 안전 문제가 여전히 다른 안전 문제를 압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교류의 증가, 교통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증가시

키고 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협력 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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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야 한다.  

3. 북방협력과 도시협력

도시는 교통, 정보, 행정 교류의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간 교류와 협력은 대부분 도시

를 매개로 해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교통망 등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중앙정

부의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지역협력 실질적인 진전은 도시간 교류와 협력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북방 지역은 오랜 동안 지역이 분열되어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도시간 규모, 경제발전 수준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시간 교류의 동력을 만드

는 과정에서 대도시의 허브 역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한반도,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의 지역을 일차적 대상으로 북방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국제교류의 경험 등에서 허브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유력한 도시이다. 서울시도 이미 발표한 “서울-평양 교류방안”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북방협력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1) 서울시의 북방뉴딜 추진전략

① 서울시 글로벌 전략의 중요 부분으로 추진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유라시아 연결망의 주요 종착지(혹은 시발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유럽과 바로 

연결되고 서울시민이나 한국인의 지리적 상상에 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북방 및 유라시아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며,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평화, 환경, 전자정부, 교통 등이 서울이 주도할 수 있는 협력 영역이다.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반영된 북방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역개념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서울-평양 협력구상’과 결합시킨다.

서울시가 북방협력에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평양 협력구상’을 지역협력이라는 전

망에 기초해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평양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즉 ‘서울-평양 협력’은 동북아 혹은 북방협력에서 한반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요 토대이기도 하다.  

둘째,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서울-평양 합력이 평양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협

력의 중요한 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협력의 동력을 강화한다. “서울-평양 협력”은 개방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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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추진

지역협력이 특정 국가나 도시의 희망과 요구만으로 추진될 수는 없고,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 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가 형성된 상

황에서 지역 협력이나 통합은 낮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북방협

력에서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가 그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북관계, 특히 국제사

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정해 북방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계는 기존의 제재 수준이 유지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북방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이 어려우며 일단 자료 축적, 협력연구, 양자 도시네트워크 형성(서울-베이징, 서울-상하이, 서

울-션양, 서울-울란바토르, 서울-블라디보스톡 등),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에 주력한다. 그리고 

이 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단계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교류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도 남북의 화해를 지향하는 문화, 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 문화체육 교류를 

시작하고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러시아의 도시들도 참여하는 국제교류활동을 발전시킨다. 

동시에 ‘시장 대화’와 같은 다자교류 플랫폼을 만들어 북방협력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기초를 

구축해간다. 그리고 이를 인도주의적 협력사업과 인프라 건설로 역내협력을 학대해간다.    

셋째 단계는 남북협력이 시작되고 제재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기이다. 여기서는 제재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제되어가는 시나리오와 빠르고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시나리오를 모

두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유관 국가들이 상황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방식을 추구할 경우 지루한 주고받기보다는 일괄타결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을 포함하는 협력의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방협력을 위한 ‘판문점 포럼’, ‘유라시아 도시 네트워크’ 등과 같은 플랫폼 형성

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주요 사업

① 자료 축적과 공유

역내 도시들이 보유한 자원들이 매우 다양하며 도시협력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적인 단절로 인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역내 도시들 사이의 발전수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협력사

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치 않은 마찰과 갈등이 출현하기 쉽다.

따라서 역내 주요 도시들의 객관적 조건과 요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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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도시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간다. 그리고 이를 

역내의 다른 도시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영역별 협력

위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지만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간 협력이 국가주의 사이의 충돌이 지역협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새로운 협

력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외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중요

성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도시외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한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국제화를 위한 인적, 물적 차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

시간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북방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 네트워크

를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다.

ㅇ 수도 협력: 서울-평양-베이징 협력을 우선 추진하며 정치적 조건이 성숙해지는 것에 따라 

참여도시를 확대해간다.

ㅇ 철도, 도로 등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네트워크: 한반도-러시아 극동-중국 동북-

몽골을 잇는 교통망에 위치하는 주요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ㅇ 역사․문화 도시네트워크: 한반도까지 포함하는 실크로드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ㅇ 그 외에 정보화,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을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다.

4. 맺음 말

한국 문재인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정세를 전환시키겠다는 결의

와 한반도의 대화와 협력을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연계시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포함

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협력의 재개는 시간문제

이다. 이번의 동북아협력은 탐색과 실험 단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며, 동북

아가 근대라는 시간대에 접어든 이후 처음으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서도 도시간 협력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에 관건이다. 인프라 및 법․제도의 건설 과정에는 국

가 수준이 협력이 중요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는 도시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는 국제적인 도시간 교류를 위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동북아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북아의 다른 도시들과 동북아협력

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협력방안들이 만들어지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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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사회과학원

탕 웨 이

【초록】 브릭스 국가의 주요 선도도시는 기본적으로 ‘세계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 런던이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과 정보 관리통제의 중심이자 전 세계 

산업 체인의 정점으로 발전하게 된 것과는 달리, 이러한 선도도시는 주로 학습과 정책의 이식이라는 방

식을 통해 세계도시 지위의 확립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해, 요하네스버그, 봄베이, 상파울루, 모

스크바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의 선도도시와 세계도시 규획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정책 주입형 세계도시 전략규획이 도시 내부의 사회와 공간의 분화를 가중시켜 도시 발전과 

국가 현대화가 ‘탈착근 (disembeddig)’되고 세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국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충돌 

등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브릭스 국가의 신흥 세계도시는 더욱 풍부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다방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이한 이익주체들 특히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를 보호하고, 세계도시 발전과 국내 노동시장의 균형, 도시 전통의 보호와 창조적 

혁신의 균형, 세계도시의 제도규칙과 도시 기존의 제도체계 간의 조율과 균형 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브릭스 국가, 세계도시,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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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성과이다.

Reflections on the "World City" Strategy of 

the Leading Cities in the BRICs

Tang Wei    Ren Yuan

【Abstract】 Different from those archetype world cities, e.g. New York, London and Tokyo, 

commanding and controlling center for world economy which rise naturally and 

spontaneously, the BRICS try to build their own world city through policy implanting 

which can be elaborated as transformation based on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namely take “world city” as the strategic goal, and high-mobility infrastructure, effective 

urban best practices, industrial upgrading, and government reform as the specif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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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he process of upgrading and transformation, the occupational structure, 

social stratification as well as spatial segregation increasingly polarize. This inconsisten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megacities and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dicates that there are two paths for world city development, namely "de-embedded" from 

nation directly into the world economy or "embedded" in nation which further lead to 

"offshore" or "onshore”. At present, the upgrading of mega-cities of the BRICS tend to be 

more onshore as these cities do not realize urban autonomy based on the rule of law. So 

the BRICS mega-city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locality ,namely internal social 

factors and the urbanization stage, the former referring to unusual complexity while the 

latter referring to the expanded poverty and informal employment as a result of 

large-scale immigration inflows. It is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emerging world cities, 

as policy design and implanting, will not be "acclimatized", needs more rethinking in the 

sense of value, policy, path or other aspects.

세계화는 끊임없이 세계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 자본과 산업의 관리

통제 기능을 구비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은 도시들이 주도적인 ‘세계도시’ 또는 ‘세

계적 수준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3) 이러한 세계도시는 급속히 발전 중인 브릭스 국가와 신

흥경제체 선도도시들의 발전 비전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해, 요하네스버그, 봄베이, 상

파울루, 모스크바 등 브릭스 국가 주요 선도도시의 세계도시 발전규획과 관련 정책체계를 종합

적으로 서술한다. 본 연구는 정책 이식형 세계도시 전략규획이 도시발전에 야기하는 문제와 과

제를 논의하고 브릭스 국가 신흥세계도시의 성장에 대한 건의를 시도한다. 

1. 세계도시 제작을 위한 전략규획

프리드만, 카스트로스, 사센 등의 이론에 따르면, 세계도시의 핵심은 세계경제에 대한 관리

와 통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와 통제 실현 기제에 대한 기타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프리드만은 세계도시체계의 기본 동력은 국제노동의 지역 분업과 세계경제 통합 수준에 있으

며 기능구조의 분화는 피라미드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4) 세계도시의 기능적 차이는 인공

적인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제노동분업으로 인한 자연적 진화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5) 사센은 제조업이 세계적 범위로 횡적인 확산을 보이므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지식경

제, 금융, IT기술, 고급회계 및 법률소송 등 기업 본부의 관리와 통제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6) 프리드만은 국제노동분업과 다국적기업 본부에 더욱 치중하고 사센은 생산성 

서비스산업을 더욱 강조하여 ‘관리와 통제’ 실현 기제에 대한 큰 이견을 보이지만, 두 학자 모

3) 세계도시(世界城市)와 세계적 수준의 도시(全球城市)는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상이한 개념. 본문에서는 상동 
개념으로 사용. 

4) John Friedmann,"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Vol.17, 1986, pp.69-83.
5) John Friedman, "Where we stand: a decade of world city research," In Knox, P. L. and Taylor, 

P. J. (eds.)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21-47.

6) Saskia Sassen, Cities in a World Economy, Fourth Edition, London: Sa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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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계도시 자체가 세계화 되어가는 정치경제 순환회로 속의 노드(node)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드들이 IT기술과 선진적 기초시설로 구축된 ‘유동적 공간’을 통해 세계도시 네트워크

를 형성한다. 

국경을 초월하여 등급화된 관계 속에서 상이한 노드 도시들은 상이한 기능과 지위를 갖게 

되며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와 가치사슬을 통해 관리-피관리, 통제-피통제의 종적 관계를 형성

한다. 일반적으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의 도시들은 관리와 통제의 지위를 차지하

고 요하네스버그, 상해, 봄베이, 상파울루 등 개도국의 도시들은 피관리와 피통제의 위치에 놓

이게 된다. 선진국의 도시들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기능과 영향력, 독특하고 멋진 도시 경

관, 매력적인 사회문화 분위기를 통해 개도국 도시들이 갈망하는 도시가 된다. 선진국 도시들

의 수많은 최고의 경험들을 개도국 도시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타의에 의해 모두 자연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행을 뒤따르고 모방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 되어버린다.7)

유명 세계도시에 모방하고 최대한 빠르게 근접하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봄베이, 상파울루, 

상해, 모스크바는 치밀한 전략규획과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정책 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형: 요하네스버그와 상해가 대표적 유형으로 세계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세계도시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요하네스버그는 단계적으로 상이한 전략규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황금도시 

(IGOli) 2002발전전략”8), “하버드대학국제모니터링보고서”, “2040년을 지향하는 도시발전 전

략” 등은 모두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아프리카 도시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하네스버그는 민영화, 개방, 분권 등의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일련의 경제성장방안을 실행하

고 있다. 또한 뉴욕의 타임스퀘어, 맨하튼과 런던의 금융가 등의 규획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

하여 도시 재개발 구역의 확대 또는 상무기능의 제고 등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위기 

측면에서도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국적 자본을 유치하고

자 한다. 

상해가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구축하는 과정도 뚜렷하게 단계적이다. 1993년 상해는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굴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9·5계획과 2010년 비전목표>에서 2010년까지 

국제경제, 금융, 무역 중심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상해가 ‘국제경제중심지의 지위’를 

초보적으로 확립하며 세계 일류 수준의 중심도시로서의 구도’를 기본적으로 조성할 것을 밝혔

다; <2016-2040년 상해 도시마스터플랜>에서는 ‘한층 더 탁월해진 세계적 수준의 도시’가 될 

것을 공식화하였다.9) 세계적 수준의 도시 구축을 위한 상해의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육가취

7) 주로 GaWC의 작업. 홈페이지 참고 http://www.lboro.ac.uk/gawc/
8) Prem Govender & James Aiello, “Johannesburg’s strategic plan for municipal service partnerships,“ 

Development Southern Africa, Vol.16,No.4,1999，pp.649-667.
9) 上海市城市总体规划编制工作领导小组办公室：《追求卓越的全球城市：上海市城市总体规划（2015-2040）纲要

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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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陆家嘴), 남경서로(南京西路)를 중심으로 중앙상무구 또는 생산성 서비스 밀집구를 조성한다; 

제도적으로 ‘창조혁신’, ‘개혁과 개방’을 중시하여 시장을 기본으로 더욱 많은 영역을 외국 자

본과 개인 자본에 개방하고 심화된 국제적 규범과 규칙의 요구수준에 부단히 상응하는 자유무

역구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항을 업그레이드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며 생산성 서비스산업을 중시하고 제조업체를 이전시킨다; 도시미화운동과 젠트리피케이션

이 진행되는 소비문화도 도시공간개조 정책의 일부이며 중급·고급 호텔, 오락과 쇼핑의 종합체 

등이 주를 이룬다.10)

제2형: 봄베이와 상파울루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도시 본연의 특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여전히 

강하여 부분적으로 세계도시 발전비전과 충돌하지만 세계화 추세에 깊이 유입되는 것이 주도

적 추세이다. 

봄베이는 맥킨지의 <봄베이비전> 자문보고서를 통해 런던을 모방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추구하는 발전비전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봄베이는 경제자유화와 정치분권의 구조적 조

정을 진행하였고 더욱 많은 영역을 개인에게 개방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던 의식수준의 변

화를 이루었다.11);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금융, IT 고급 서비스산업, 소매와 여행업 등의 발전

을 지원하고 있다.12); 도시경관과 공간 측면에서 미화에 역점을 두어 빈민촌 주민의 수를 크게 

줄이고 상해 포동을 벤치마킹 하여 테인- 벨 라푸르 （Thane — Belapur）공업특구, 고라이

(Gorai) 휴양관광개발특구를 조성하였다.

상파울루는 수십 년에서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미의 가장 중요한 관문 역할을 맡아온 

도시이다. 전략규획 문건은 ‘세계도시’ 혹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라는 발전비전을 명시하고 있

지는 않지만 사회, 경제, 인력, 도시발전, 환경 등의 구체적 아젠다를 집대성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집중, 고층빌딩 숲 건설, 발전에 대한 기본 사고방식은 ‘시장 개방’과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허가 관리 통제를 축소하여 금융부문과 생산부문을 포함하는 더욱 많은 

영역으로 보다 자유로운 유입을 추구한다. ; 다른 한편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전신, 전력, 고속

도로 등 공공사업을 포함하는 국유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

인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시설 투자와 건설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제3형: 모스크바가 대표적 유형이다. 모스크바의 발전비전과 전략규획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

지 않다. 2000년초 모스크바가 상업, 교통, 정부, 관리 등의 중심지와 이민 대상지로 그 세계적 

역할이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국제금융중심지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0년 자본수익세를 폐지하고 2011년 시장구조를 단순화하여 양대 증권거래소를 

합병하는 동시에 외국 출생 비러시아 거주민에 세금을 징수하였다. 2012년 러시아는 세계무역

10) John.Logan Harvey L.Molotch,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2, 1976,pp.309–32

11) K.Goyal, "Mumbai's GDP may exceed Thailand and Hong Kong's by 2030," Economic Times,2010
12)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Making Mumbai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http://finmin.nic.in/the_ministry/dept_eco_affairs/capital_market_div/mifc/mifc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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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러시아가 제도의 틀 안에서 개방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

다. 모스크바도 고급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가 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상무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독립

국가연합 관련 외교정책 및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희석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 선도도시의 발전 비전과 전략규획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

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 자본, 고급 인재, 국제기구 등 경제성장요소의 

유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공간경관, 제도시스템, 문화적 창의성 등 측면에서 중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더욱 효율적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도시마다 상이한 정

치 구조를 보이지만 세계화를 지지하는 엘리트들이 도시 본연의 특성을 강조하고 국내적 불평

등을 중시하는 이익단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하여 세계화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

도록 한다. 세계화 개혁은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유동적인 요소를 유인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선진

적인 기초시설을 배치하고 고급 호텔, 고속도로, 항구, 공항, 고급 주택가 등을 포함하는 도시

의 외면을 정돈하여 눈과 마음이 모두 즐거운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 둘째, 국제적인 제도와 

궤도를 맞추어 각종 법률과 정책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시장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 많은 영역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고, 수도, 전력, 도로교통 등 공공

사업을 포함하는 더욱 많은 도시 자산과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고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였으며 관리와 통제 방식도 점

차 네거티브 리스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도시 본연의 전통 문화가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주의 분위기는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디즈

니로 대표되는 생활방식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소비 문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외국 이민

자들이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그 비율도 증가하면서 문화는 나날이 혼합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2. ‘세계도시’의 내부 분화

‘세계도시’ 발전비전과 전략규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브릭스 국가의 선도도시들은 마

치 약속이나 한 듯이 유사한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세계도시의 공간

규획, 산업구조, 제도와 문화적 분위기를 참고하고 있다. 뉴욕, 런던, 파리의 자연적인 형성과

는 분명히 다른 이들의 규획은 강력한 외부 이식형, 즉 획일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되는 

특성이 보인다. 이러한 이식적 전략규획은 학습이 쉽고 자본이 적게 들며 조작이 편리하다. 요

하네스버그, 상해, 봄베이, 상파울루, 모스크바 모두 선진적 기초시설, 산업구조의 고급화, 고

급 인력의 집중, 세계도시 체계 내에서 뚜렷한 순위 상승 등의 확실한 발전 성과를 누리며 신흥 

세계도시가 되었다(표1 참고). 13)

13) Greg Clark,Tim Moonen, "World Cities and Nation States," John Wiley & S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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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브릭스 도시의 세계도시 순위

도시
Kearney
（100）

Sen
14)

（44） GaWC
PWC

（30）
Knight
（30）

모스크바 18 35 Alpha 22 23

봄베이 44 42 Alpha 29 21

요하네스버그 53 44 Alpha- 24 —
상파울루 31 39 Alpha 25 32

상해 19 15 Alpha+ 21 4

(발표된 세계적 도시 랭킹에 근거하여 저자 정리)

신흥세계도시들이 각각 상이한 세계화 수준을 보이며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도시의 ‘관리

와 통제’ 기능을 장악하는 것이 도시의 기존 사회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사센, 프리드만 등의 학자들은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세계도시 내부의 사회적 

딜레마에 주목하였다. 세계화된 관리와 통제 기능은 대량의 금융전문가, 기술관리 엘리트를 필

요로 하게 되고 이들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낮은 수준의 기술

을 가진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도시 내부의 제조업이 대대적으로 외부로 이

전하면서 중간소득의 일자리도 빠르게 유실되면서 직업구조에 기초한 수익배분은 급격히 분화

되고 사회계층과 주민공간은 양극화된다.15) 

브릭스 국가 신흥세계도시의 제도환경, 자원조건, 기초시설, 인문적 분위기는 주요 세계도시

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내부로 이식된 규획은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가? 

사실 실증된 바에 따르면 세계화 추세에 참여하는 것은 신형 정치경제 엘리트계층의 형성을 

의미하고, 수익배분과 빈부의 양극화라는 큰 흐름은 의심할 바 없다. 주요 세계도시들과 기제

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관건 사항은 발전단계의 차이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발전 

중’인 상태이거나 ‘체제 전환 중’인 상황이다. 즉, 현대화가 완성되지 않았고 발전은 국가전략

의 임무이다. 이들 국가의 핵심도시는 풍부한 노동력, 비교적 괜찮은 기초시설, 거대한 시장규

모에 의존하여 선진국에서 이전해온 제조업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방직업, 제품조립 등의 경

공업, 그 다음은 조선, 화학 등의 중공업, 마지막으로 제조업 연관 산업,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금융 등의 생산성 서비스산업들이다. 제조업 체계를 수립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면 생산과 

수요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농촌인구는 대량

으로 도시로 이동하게 되며 도시화가 일어난다.16) 그러나 국제적 투자가 급증하고 식량의 세계

적 배치 및 3차산업의 확장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연계는 다소 약화된다. 도시화 

14) * 역자: 森 ? ‘오타’로 추정. 확인필요. 
15) 丝奇雅·沙森（通译：萨斯基亚·萨森）：《全球城市：纽约 伦敦 东京》，周振华等译，上海社会科学院出版

社，2005年版。
16) “工业化与城市化协调发展研究”课题组：《工业化与城市化关系的经济学分析》，载《中国社会科学》，2002年

第2期，第44-5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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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못하면서 농촌의 생존환경 악화에 기대어 도시의 고수익을 기대

하게 된다. 또한 산업구조 개선에 대한 열정, 공간 정책의 적절한 적용, 세계화된 문화적 분위

기 조성을 위한 신흥세계도시의 노력에도 직업구조는 선진국의 초기 도시화 상황과도 다르고 

현재 대표적인 세계도시와도 다르게 된다. 이를 네 부분으로 구성된 양대 직업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화된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전문직 계층에 생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

한 직업군; 방대한 규모의 제조업 덕분에 세계적 가치사슬에서 하부 단위에 종사하는 제조업 

노동자인 동시에 대량 이민을 통해 일정 규모를 형성한 비공식 경제의 직업군. 주요 세계도시

와는 다른 이러한 사회와 공간의 양극화 때문에 브릭스 국가 신흥세계도시의 전문직 계층의 

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제조업, 낮은 수준의 생활서비스업, 비공식 경제 종사자의 수

는 비정상적으로 방대하다. 사회 구조에서 극소수로 드러나는 전문직 계층 인사들은 최고 수준

의 수익을 얻고 대량의 노동자들은 사회 하층에 위치하지만 일정 비율의 중산층도 존재한다. 

공간구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직 계층은 주로 세계적 유동 요소와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고 

이들의 거주와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시내부의 특정구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하게 된다. 적은 수의 중산층도 부분적인 수익을 획득하지만 대량의 저소득 계층은 심각하게 

부족한 거주공간,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도시의 주변 혹은 도심 빈민지역에서 거

주한다. 이로 인해 공간구도는 뚜렷하게 파편화되고 모자이크화된다.17) 이러한 상황은 도시 거

버넌스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가가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업화에도 긴장을 야기한

다. 지적해야 할 점은 브릭스 국가의 신흥세계도시가 상술한 기제에 전체적으로 부응한다 하더

라도 그 부응 수준은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 때문에 사회적 여파 또한 큰 차이를 보이

게 된다. 

요하네스버그는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18) 기

초시설과 교통을 개선하여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민자들과 일반인들은 경제활동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가 힘들어 비공식 경제와 빈민촌이 급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 아파르트헤이트가 가중되면서 도시공간 구도의 극단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19) 상해의 경우, 보다 탁월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를 추구하면서 핵심지

구를 관리와 통제의 중심지로 삼아 대량의 사무용 건물을 마련하고 많은 전통 건축물(석고문)

을 철거하였다.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일부 생산성 서비스업들이 점차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주변부로 분산되고 많은 이동 인구를 유인했다. 핵심구역은 출입

이 통제되는 지역사회, 고급 아파트로 채워지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서비스도 풍족하지만 도시 

주변부는 저렴한 임대주택(安置房)20), 불법건축물, 부족한 공공서비스 등 양극과 대립 문제가 

17) Veronique D.N.Dupont, "The Dream of Delhi as a Global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5, Issu.3, 2011, pp.533-554.

18) Martin Murray, “City of extremes: the Spatial Politics of Johannesburg”
19) Steve Graham,Simon Marvin,"Splintering Urbanism: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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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많은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도시 중심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수요도 대

폭 증가하였다; 주변부 거주민은 도시 거주민과 의식을 공유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당한다는 

강력한 의식을 갖게 된다; 도시 주변부의 다운타운은 다분히 이질적이며 복잡한 기층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버넌스에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봄베이는 주로 엘리트의 요구와 미학적 상상력

에 부응하고 있다. 탑 레벨의 다국적 기업이 핵심지역에 자리하고 고속도로가 막힘 없이 이어

진다. 네온사인 아래 야자수가 줄지어선 해변 도로를 택시들이 질서 있게 달린다. 그러나 이러

한 미학적 상상력은 교육, 의료, 취업 등 사회적 내용성은 거의 없다. 미화운동을 진행하기 위

해 봄베이는 체계적으로 빈민촌을 정리했고 내쫓긴 빈민들은 더욱 먼 곳에서 거주지를 찾아야 

했다. “빈민촌과 거리의 주민들은 정치, 법률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이는 

‘아름다운 봄베이’라는 비전에 대한 굴종을 의미한다.”21) 효율적이고 선해 보이는 거버넌스 정

책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22) 봄베이는 사회공간의 불평등

을 점점 더 양산하고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시 공간의 재배치가 야기하는 정치적 여파를 

느끼고 있다. 상파울루는 20세기 후반부터 주변도시화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심각

한 사회 불평등과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다

국적 기구가 잇달아 밀려들어 오면서 상파울루와 역외 국가는 점차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대량의 전문화된 경제활동과 고급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모여들었다; 다른 한

편으로 사회자원이 잘못 배치되면서 실업, 비공식 경제, 폭력범죄, 눈에 띄게 확장되는 빈민촌 

등의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수백만의 주변부 거주민은 일터에 가기 위해 공공교통에 의존해야

만 했고 이는 도시 내부의 유동성에 재난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우수 자원

의 대부분이 집중된다. 러시아 금융자본, 정치 엘리트, 부유층의 80%이상이 집중되며 국제금

융중심지라는 새로운 위치설정과 대량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라 사회분화도 더욱 뚜렷해졌다. 

2000년초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비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고 평균 수입도 

항상 기타 지역 또는 그 몇 배 이상의 수준이다. 2012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세계 

시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되면서 신흥 직업과 사회계층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

배의 차이와 지니 계수의 지속적 상승, 새로운 빈민인구의 지속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23) 국가, 

도시 행정기관, 개인 자본 등이 상무지구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모스크바 일반인들의 요

구에 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도시의 분화 색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4)

20) * 역자주: 철거지역 또는 토지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주택. 
21) 杰西·霍曼：《社会转型与人权—以孟买为住房权而斗争为例》，吴小薇（译），载《中山大学法律评论》，2013

年第1期，第161-199页。
22) Binti Singh and D. Parthasarathy, "Civil Society Organization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An Appraisal of the Mumbai Experience," Sociological Bulletin ,Vol. 59, No.1,January-April 2010, 
pp. 92-110

23) 庄晓惠 侯钧生：《俄罗斯的社会转型与社会阶层分化》，社会，2008年第2期，第128-149页
24) Vladimir Kolossov, John O'Loughlin, "How Moscow is Becoming a Capitalist Mega-c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010, Vol.56(181), pp.4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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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로부터 ‘탈착근’ 할 것인가 국가에 ‘착근’할 것인가? 

핵심도시는 국가의 현대화와 공업화를 위한 엔진이다. 본연의 천연자원과 인력자원의 우세

를 활용하여 공업화를 선도할 때 핵심도시는 우선 중심구역의 인구, 자금, 원재료를 자체적으

로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업화를 통한 도시화를 추진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현대화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네트워크의 세계적 재편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공업모

델, 생산효율, 경제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25)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

면서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주요 동력이 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도시는 유럽과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했던 그러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서 완전하게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성장해야만 한다. 사센은 세계도시가 우선적으로 융합해

야 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구역이 아니라 세계 경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세계도시가 국경을 관

통하여 멀리 있는 도시와 연계하는 데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브릭스 국가

의 도시들이 차용하고 있는 제도의 배경이나 도시 본연의 조건들은 세계도시가 반드시 갖추어

야 하는 ‘관리와 통제’기능의 성장과 무관한 것인가? 사실 세계도시관련 문헌은 제도적 배경이

나 도시 본연의 조건이 세계도시가 세계화된 유동적 공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작용

을 부정하지 않는다. 전략규획은 반드시 세계화의 심화로 야기된 유동성의 확산과 도시의 역사

적 성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도시 본연의 제도환경과 각종 비시장적 요인에 주의할 것을 요

구한다. 그러나 이론과 정책의 실행 과정 중에 국가 제도의 배경, 현지의 특성 등 세계도시의 

본연적 조건은 단지 자본유동의 제 2요소 또는 심지어 피동요소, 즉 천연자원과 같이 지방정부

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조건으로 인식된다. 유동적 공간(세계화)-도시간 경쟁-은 

도시발전전략을 구성하는 지방 정부의 완벽한 인과관계기제이고 세계도시는 이로 인한 산물이

며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 기능을 확립한다. 그러나 세계도시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이 항상 상호의존, 호혜와 이익 증진의 관계는 아니다. 사센은 “시스템중단성’이라

는 개념을 통해 양자간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설명했다.26) 세계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동적 

요소는 해당 국가 내 기타 지역의 쇠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도시는 자체적 논리를 

진화시키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 국내의 도시체계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국가가 속해있는 국제

체계에서 이탈하기도 하면서 자체적 체계를 구성한다. 세계도시 체계가 자체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세계도시’의 성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 고찰해볼 필요도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세계도시가 더욱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도시는 

국가권력에 비교 불가할 정도로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의 수많은 방식을 통해 국가

에게서 적당하게 ‘탈착근’한다.27) 그러나 국가는 제도의 틀과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여전히 도

25) 彼得·迪肯：《全球性转变—重塑21世纪的全球经济地图》， 刘卫东等译，商务印书馆2001年版，第180-229页。
26) 萨斯基亚·萨森：《全球经济中的城市》，载诺南·帕迪森 编 郭爱军 王怡志：《城市研究手册》，上海：上海人

民出版社 2009年，第330页。
27) 汤伟：《世界城市与全球治理的逻辑构建及其意义》，《世界经济与政治》，2013年第6期，第97-11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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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특정한 방식으로 운행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 런던, 도쿄는 모두 세계도시

이지만 각각 역할의 차이와 국가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뉴욕은 금융창조혁신의 실리콘 밸리이

다; 런던은 결국 무역의 중심지이며; 도쿄는 원시화폐 수출의 중심지이다.28) 어떤 도시가 세계

도시가 될 수 있는가와 어떠한 유형의 세계도시가 될 수 있는 가를 판별하려면 그 도시가 어떻

게 세계 경제에 착근하는 가는 물론 그 도시와 국가의 제도관계 및 국가가 도시발전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 즉 국가화 정도를 더욱 이해해야만 한다. 세계화와 국가화 수준을 가로와 세로 

축에 배치하여 신흥세계도시 5개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요하네스버그와 상해는 모두 고도

로 세계화된 도시이며 국가전략과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정부는 요하네스버

그가 외국투자자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많이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국제

기구와 합심하여 도시 행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도록 촉구하고 자본과 사회주체의 활력을 북돋

는다. 그러나 연방제도 내에서 요하네스버그는 여전히 많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많

은 요구를 분명히 거절했다. 이에 비하면 상해는 국가전략의 주도적 색채가 농후하다. 표면적

으로 제3세계 도시가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세

계경제와 국제체계에 융합적이다.29) 이는 단지 경제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조종에 더 

가깝고 대체로 발전 중심적 정책을 총동원한 결과이다.30) 봄베이도 인도연방의 요구를 받아들

여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외자 유인을 간편화 하기 위해 인도는 정책적 제약을 완

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유엔인간거주위원회와 함께 일련의 추진 방안을 제정하였

다.31) 그러나 봄베이는 언어, 종교, 지방경제, 문화적 배경 등 도시 본연의 특색으로 대부분 

구성된 대도시이며 상이한 이익단체들이 상이한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인 

시브 세나(Shiv Sena)는 복고(involution) 를 지지하며 어떠한 외부적 리스크도 회피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봄베이는 통일된 자치적 도시발전 이미지가 없다. 상파울루는 일찍이 세계와 

남미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이었고 기초시설, 기업생산경영 모두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

러나 도시 내부에는 강렬한 세계성과 고유성 사이의 경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화를 지지하

는 세력은 대부분 부동산 부문과 전통적 엘리트 계층이며 도시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세력은 

시민단체, 무역 노조, 기타 행위주체 들이다. 도시 내부의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 

본연의 특성을 강조하는 세력의 요구가 더욱 많이 관철되었다. 이 때문에 도시마스터플랜에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라는 발전 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회경제, 인력, 환경 등의 새로운 

28) Saskia Sassen, 2016. The Global City: Enabling Economic Intermediation and Bearing Its Costs, 
City & Community. http://saskiasassen.com/PDFs/publications/Sassen%2C%20City%20%26%20Community 
%2C%20The%20Global%20City.pdf

29) Fulong Wu, "Globalization, the Changing State, And Local Governance in Shanghai," in Xiangming 
Chen, Zhenhua Zhou, "State Power and Local Transformations in a Global Megac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p.125-144.

30) 唐海华：《“联邦制”的误用—中国央地关系再审视》，载《文化纵横》2015年第3期，第70-73页。
31) Veronique D.N.Dupont,"The Dream of Delhi as a Global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5, Issu.3, 2011, pp.5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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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가 더 많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는 재정과 자원을 국가와 공동으로 향

유하면서 뚜렷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국가화 정도는 다른 어떤 브릭

스 국가의 도시보다 더 높다. 

<그림 1> 세계도시의 세계화 및 국가화 수준 비교

비교를 통해 브릭스 국가의 도시들이 한편으로는 국가 현대화의 엔진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규획과 정책을 통해 자체적 관리와 통제기능을 제고하려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종합적인 다종 기능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뉴욕이나 런던

과 같이 전문화된 서비스산업의 생산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교 분석을 통해 브

릭스 국가는 중앙-지방 제도(단일정부-연방제도)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도시는 국가제도와 정

책적 창조 혁신의 지원을 각각 상이한 정도로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제제도에 따라 국내 제도와 기준을 개혁하고 관리와 통제를 완화하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하고 자유무역구역과 투자자본체계 등을 구축하며, 도시는 공간 측면에서 이에 부응하여 자유

무역구, 수출가공구, 특별오락구, 중앙상무구 등을 구축한다. 이것은 주요 세계도시와 비교하면 

브릭스 국가의 신흥세계도시는 더욱 국가에 착근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의 발전 방식에서 

탈착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브릭스 국가의 도시마다 차이는 존재한다. 상해와 

모스크바는 요하네스버그와 상파울루에 비해 국가주도적 색채가 더욱 농후하다. 이 점은 다음

과 같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체계 이론에서 국가는 세계경제 속에 서열을 구성

하고 있으며 기능에 따라 중심-외부-반외부로 구분된다. 무정부상태인 국제체계 구조는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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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국가가 자국의 국제적 서열을 제고하기 위해 추월전략을 추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선도도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역량으로 국가의 강력한 제도적 압박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

는 정책과 조치들을 채택하게 된다. 동시에 세계도시체계는 이러한 선도도시들을 피라미드 형

태의 등급별 위치에 배치하게 되고 추월해야 할 본보기라고 암시를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

계도시’ 자체가 발전주의적 정책의 추진 과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주의는 전문 서

비스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조업과 고급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동시에 병존하는 상태를 

드러내게 된다. 여기에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도와 국가 본연의 특성을 가진 정치역

량이 위에 상술한 과정에서 상이한 수준의 간섭을 가하게 된다.  

4. 도시 본연의 특성에 기초한 세계도시 발전

브릭스 국가의 신흥세계도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도시 발전 과정

의 다양성, 복잡성, 동태성을 나타낸다. 단순한 세계화가 아니라 굴기 중인 세계적 수준의 도시

는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32) 모든 이론이나 모델은 합당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도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 적용 가능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사실 프리드만, 카스트로, 사센 등 세계도시이론 학자들은 세계도시는 모두 특정한 문화, 경

제, 정치 관계의 한계 내에서 회사, 사회조직, 국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유지되고 촉진되며 

발전한다고 인식한다. 각종 고급 산업요소(인력, 물자, 정보, 지식, 화폐, 창조력, 창의력)에 대

한 관리와 통제 기능은 환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 중심지역, 도시내부의 

사회성 요인 등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역량과 세계적 유

행요소의 융합 이외에도 도시 본연의 특성을 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시 본연의 

특성은 어떻게 융합되는가? 세계도시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도시는 우선적 우세와 규칙제

정권한이 축적해온 많은 우세에 기초하여 국제금융중심지, 무역중심지, 항운중심지, 국제기구

밀집지역이 되었다. 동시에 본연의 여러 특성을 국제제도 체계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통제 방식, 도시의 자치 전통, 엘리트주의 문화적 분위기 등등. 도

시 본연의 특성이 세계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뉴욕, 런던, 파리 등 다국적기업의 본사 밀집 

도시들은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조직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고 이민자의 유형도 다양해지

면서 세계주의, 엘리트주의의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도시 본연의 특성이 세계성으로 변

화하게 되면서 세계성의 과도한 확산 상황도 등장하게 된다. 대규모 다국적 부동산투자, 도시

개선방식, 나날이 증가하는 일시적 엘리트 주민 등은 모두 최근 주요 세계도시 내부에서 성공

한 세계적 엘리트의 문화가 도시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압박하여 많은 긴장, 갈등, 충돌

을 야기하는 문제를 드러낸다.33)

32) 周振华：《崛起中的全球城市—理论框架及中国模式研究》 上海人民出版社 格式出版社2008年版 第180页
33) Saskia Sassen,"the Global City:Enabling Economic Intermediation and Bearing Its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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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계도시와 비교하면 브릭스 국가의 신흥세계도시는 국가에 대한 착근성, 즉 국가

제도와 정책적 혁신이 필요한 특성 이외에도, 도시 지역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지

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가가 관건이다. 국내 학자들은 유동 요소가 세계적 탐색을 통해 선택

한 도시에 착근하는 것은 도시의 차별성이 갖는 비교우위와 상관성이 있으며, 다양한 현지화 

과정, 수준, 방식 및 그 효과도 상이하다고 인식한다. 유동요소가 현지화에 성공하여 증식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면 도시 착근은 성공가능하며 도시는 착근 과정에서 수익을 얻고 발전

할 수 있다. 따라서 착근은 제도환경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경제사회적 융합과정이다.34) 그러나 

세계화가 심화되고 요소의 유동성이 강해지면서 다른 도시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

고 있다. 도시는 우수한 요소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제제도와 궤도를 맞추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사회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핵심은 각종 비공식 제도에 있으며 신제도경제학에서는 공식 제도는 비공식 제도

와 상호 융합될 경우에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비공식 제도가 국가의 공식 

제도와 국제 제도의 성공적 연계 가능성과 그 성공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브릭스 국가는 보편적으로 유구한 역사, 두터운 인문전통, 다양한 인종, 신분, 부락, 계층,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 복잡한 사회구조 등 대단히 풍부한 비공식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제도는 세계적 유동요소가 이들 도시로 착근하는 수준을 좌지우지, 왜곡 또는 추진할 

수 있다. 브릭스 국가는 요하네스버그의 아파르트헤이트, 인도의 카스트제도, 상해의 호구관리, 

상파울루의 인종차별 등과 같은 배타적 공식 제도를 국제인권규범과 민주화의 파도 속에서 이

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제도가 설정한 노선대로 진

화하고 있다. 즉, 이러한 비공식 제도가 공식 제도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는 

여전히 인종분리의 도시이며 대다수 흑인의 처지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봄베이는 여

전히 각종 차별적 사회정서와 심리상태가 존재하여 일부 정당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봄베이에

서 내쫓으려 하고 종교적 갈등도 대단히 첨예한 상황이다.35); 상해 시민과 외지 출신 유동인구 

사이에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차이가 존재한다; 모스크바에는 소련의 연방공화국이던 국가 

출신의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배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인

도, 남아공은 현재 진행중인 도시화로 인해 상해, 봄베이, 요하네스버그로 대량의 낮은 기술 

수준의 이주민이 몰려들고 있으며 상파울루와 모스크바에도 여전히 대량의 국내외 이주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주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거버넌스에 필요하지만 이들의 생산과 생

활에 필요한 거주지,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정식 제도 비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

에 이들이 허가 받지 않은 토지를 점유하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얻

http://saskiasassen.com/PDFs/publications/Sassen%2C%20City%20%26%20Community%2C%20The
%20Global%20City.pdf

34) 李健：《全球生产网络与大都市区生产空间组织》，科学出版社2011年版，第61-62页。
35) Ananya Roy. Slumdog Cities: Rethinking Subaltern Urb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5(2): 223–23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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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비공식 제도는 브릭스 국가의 신흥도시와 국제제도의 

연계체제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이주민이 가져오는 대량의 국내 기

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은 도시 엘리트가 추구하는 세계주의 미학과는 일종의 대비, 혼합, 긴장

을 야기한다. 이는 도시 내부 문화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도시가 보편

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창조 혁신의 가능성도 제공해준다. 

세계적 유동요소가 도시 지역 사회에 착근하고 비공식 제도가 이러한 착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요하네스버그, 상해, 봄베이, 상파울루, 모스크바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세계 최

고 수준의 전략규획은 도시 본연의 특성과 긴장 및 충돌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이식적 전략규획은 세계적 차원의 행위 주체, 제도, 기구 등 세계적 유동요소의 역량을 과대

평가하고, 국가의 조절 기능과 비공식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본연의 특성을 과소평

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도시 본연의 특성은 오히려 이 도시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입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진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에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도시 본연의 

특성 중 비공식 제도를 중시하여 그 속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도출하는 것은 이미 세계도시가 

성공적으로 굴기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 되었다. 도쿄와 서울이 세계도시가 된 것은 

정부관료와 다국적기업이 서로 얽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세계적 영향력 또한 자국 제조

산업계의 다국적 기업, 기업관리 엘리트, 집정관료의 비공식 연계를 통한 것이다. 현재 세계도

시이론들이 도쿄, 서울과 뉴욕, 런던의 본질적 차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과도하게 생산성 서비

스업에 집중하며 공업제조업 영역의 다국적 기업을 무시하고 국제자유주의 엘리트의 핵심이익

과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뉴욕, 런던과 유사한 국제적 명망과 야망을 추구하

는 것이 이미 브릭스 국가 신흥세계도시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들은 반

드시 자국의 발전에 이러한 전략규획과 정책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 지 자세히 재고해야 한다. 

도시 본연의 특성과 지역사회를 과도하게 포기하고 심지어 국가의 역량을 자원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국가의 공업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세계화를 추구하여 이러한  ‘세계도시’를 추구하

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지 중대한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5. 결론과 토론

세계화는 브릭스 국가의 도시가 세계도시의 체계에 착근하고 지역경제발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세계와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문호도시가 되도록 만든다. 경제성장, 산업구조

의 개선,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특히 세계시장체계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허브형 도시의 지위

와 역할은 어느 정도 제고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상해, 봄베이, 상파울루와 모스크바는 각각 차

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세계도시 전략규획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세계화가 빚

어내는 공통성을 공유하면서 관리와 통제 기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발전규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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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요소의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유발되는 경쟁이 도시발전규획에 영향을 주며 이들 국가

와 도시가 세계도시 체계 속에서 보다 높은 지위와 관리 통제 역량을 획득하려는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혜의 우세를 가진 세계도시와는 달리, 브릭스 국가의 신흥세계도시 구상은 대부분 

외부에서 이식된 발전규획이며 세계화를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와 건설 계획에서 탄

생된 세계도시이다.36) 정도는 상이하지만 도시 내부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의 도시는 여전히 뉴욕, 런던, 도쿄 등 대표적 세계도시의 이미지

를 자신의 발전목표에 이식하여 이를 ‘성공’에 대한 상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도시 거버넌

스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기관은 어떻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가에 관한 논의와 실행방식을 

제한하고 주목을 끌만한 일련의 대사건과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재촉하여 만들어냈다. 요하

네스버그와 모스크바는 월드컵을, 상해는 엑스포를, 봄베이는 해변프로젝트를, 상파울루는 빈

민촌 여행 등등을 통해 성장을 격려하는 주요 기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발전 비전

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나날이 심화되는 세계화가 창출하는 소수의 부유한 엘

리트계층은 산업체인의 하층부에 위치한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도시내

부의 분화와 기존의 심각한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둘째, 세계도시전략은 공업화를 제거한 산업

구조 개선으로 국가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변환과 유기적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정책이 이식된 

도시전략과 핵심도시는 국가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의 엔진으로서 내부적 긴장이 악화된다. 

; 셋째, 브릭스 국가는 상이한 문화전통과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도시의 운행방식과 내재적 충돌을 일으킨다. 적지 않은 신흥세

계도시가 도시 경관이든 제도규칙이든 모두 뉴욕처럼 변해가고 있고 사회생활도 미국화, 맥도

날드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종종 문화전통을 유지하려는 고유성과 현지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브릭스 국가는 정책 이식을 통해 파열된 세계도시, 분화된 세계도시, 조숙한 세계도시, 통제

되는 세계도시, 착근성이 결핍된 세계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각종 문제들이 악화되어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해당 국가와 도시 행정부가 ‘세계도

시’ 정책 이식을 중시하는 동시에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정책설계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투자자와 도시 빈민 모두를 포용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이

한 이익 주체의 보호, 특히 빈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세계

적 수준의 도시 발전과 국내 노동시장의 균형 조절, 도시 전통의 보호와 도시 혁신의 균형, 국

제제도규칙과 도시 고유의 누적된 제도간의 조절과 균형, 공업화 추진을 위한 도시의 거대 엔

진 역할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브릭스 국가의 선도도시가 단순하게 정책을 이식하

는 방식의 세계도시발전 과정 속에서는 이룰 수 없다. 국가제도의 기초, 역사 전통과 풍부한 

36) 彼得·纽曼，安迪·索恩利：《规划世界城市—全球化与城市政治》，上海人民出版社，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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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제도를 기본으로 삼는 도시 본연의 특성을 더욱 활용하여 세계화와 보조를 맞추고 국가

의 지역 발전을 조절하면서 효과적으로 도시의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도시 내부의 조정과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 학자가 반복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도시 추진을 폐기하고 자국의 

일반적 도시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더욱 의의 있는 도시발전 과정이다.37) 세계화를 규획 관리 

통제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세계도시도 분명 필요하지만 세계도시의 성장 경로가 표준

화 된 것이 아니며 많은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는 다양한 행위주체, 기구와 함께 상이한 위치, 상이한 시간, 상이한 방식을 활용할 

때 나타나게 된다.

37) Jennifer Robinson. Global and World Cities: a View from Off the Map.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Vol.26: 531-55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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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국어대학

장 펑

중국의 새로운 당 지도부와 국가기구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국가국제 발전협력서(이하 협력

서)가 설립되었다. 이는 중국이 대외원조사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

다.38)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심화방안>에 따라 새로 조직된 협력서는 주로 상무부의 대외원조 

관련 직무와 외교부의 대외원조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력서는 국무원 직속기구이

며 구체적으로 대외원조의 전략방침, 규획 및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중대문제의 총괄협조 및 

의견 제안, 원조방식의 개혁 추진, 원조방안과 계획의 편제, 관련 항목의 확정 및 실시 상황의 

감독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에서 성시39)의 기능은 주목할 만 하다. 과학, 교육, 문화, 위생 등 ‘인

문교류형’ 대외원조사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성시가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경제무

역영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외원조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많은 성시

급 국제경제 기술협력공사 (IETCCs）또는 유사 성질의 국유자산그룹40)의 기능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이 ‘국가의 임무’를 대량으로 분담하고 개혁개방 덕분에 범위가 확대된 자주경영권

을 확보하면서 지방성시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참여하는 권한도 확대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위임 받거나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스스로 국제 시장을 개척하면서 지방성시가 주도하는 

이러한 ‘외향형41) 국유자산그룹’은 일부 국제 경제무역영역에서 사실상의 ‘외교적 역할 

(Diplomatic Role）’을 수행하고 있다.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을 통해 지방성시는 중국 대외원

조사업의 모든 단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해외사업수주부터 국제노무계약까지, 대외원조 프

로젝트의 플랜트사업 시공부터 중앙정부를 보조하는 해외영사보호업무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국제경제기술협력회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본문에서는 일부 성시의 외향형 국유자산

그룹을 정리하였다. 

38) 2018년 4월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국제발전협력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왕샤오타
오(王晓涛)가 주임에 임명되었다. 

39) * 역자주: 중국은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 행정구 등 총 34개의 성급 행정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성시(省市)로 지칭.

40) * 역자주: 그룹(Group)은 모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 연합체를 지칭.
41) * 역자주: 외향형(外向型) 기업은 국제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국제적 분업과 경쟁에 적극 참여

하는 기업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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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소속 설립시기

1
중국강소국제경제기술협력그룹유한공사

中国江苏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

강소성

江苏省

1980년

12월

2
중국산동대외경제기술협력그룹유한공사

中国山东对外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

산동성

山东省

1984년

12월

3
중국강서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中国江西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강서성

江西省
1983년

4
중국광서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中国广西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광서장족자치구

广西壮族自治区
1985년

5
중국운남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中国云南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운남성

云南省

1984년

3월

6
중국감숙국제경제기술협력총공사

中国甘肃国际经济技术合作总公司

감숙성

甘肃省

1984년

10월

7
중국흑룡강성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中国黑龙江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흑룡강성

黑龙江省

1981년

3월

8
중국천진국제경제기술협력그룹

中国天津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公司

천진 직할시

天津市
1982년

9
호북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湖北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호북성

湖北省
2015년

10
절강국제경제협력유한공사

浙江国际经济合作有限公司

절강성

浙江省

1983년

12월

11
중국심양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中国沈阳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심양 沈阳市

부성급 성회도시42)
1984년

12
중국광주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中国广州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광주 广州市

부성급 성회도시
1986년

13
성도국제경제기술협력주식유한공사

成都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公司

성도 成都市

부성급 성회도시

2000년

10월

14
중국대련국제경제기술협력그룹유한공사

中国大连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

대련 大连市

부성급 도시
1984년

15
중국청도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中国青岛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청도 青岛市

부성급 도시
1990년

16
태원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太原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태원 山西省 太原市

산서성 성회도시
1985년

17
중국진강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中国镇江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진강 江苏省 镇江市

강소성 지급 도시
1988년

18
중국소흥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中国绍兴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소흥 浙江省 绍兴市

절강성 지급 도시
1994년

19
위해국제경제기술협력주식유한공사

威海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公司

위해 山东省 威海市

산동성 지급 도시

1989년

1월

20
무석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无锡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무석 江苏省 无锡市

강소성 지급 도시
1994年

21
치박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淄博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치박 山东省 淄博市

산동성 지급 도시
1993년

22
십언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十堰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십언 湖北省 十堰市

호북성 지급 도시
1997년

<표> 중국 일부 성시의 국제경제기술협력국유자산그룹(공사) 정황

42) * 역자주: 성의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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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소속 설립시기

23
장주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漳州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장주 福建省 漳州市

복건성 지급 도시
1988년

24
청도경제기술개발구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공사 

青岛经济技术开发区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청도 

青岛市经济开发区

경제개발구

2004년

* 표의 내용 저자 직접 정리

이상 표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성시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에 관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성시에 소속된 국제경제기술협력국유자산그룹(공사)는 다양한 등급을 보이고 있으

며 이것이 지방성시의 대외원조 사업에서 상이한 지위를 결정한다. ‘등급’은 국유자산기업이 

성 또는 시의 소속임을 보여준다. ‘등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성시의 행정 등급을 이해해

야 한다. ‘시’를 예로 들면 중국에는 직할시, 부성급 도시, 지급 도시, 현급 도시 등 상이한 행정 

등급 도시가 있다. 이들 중 직할시는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4개 도시이다; 15개의 부성급 

도시가 있으며 이들은 성급의 경제사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15개 중 10개 도시가 표에 소

개되어 있다. 나머지 5개 도시는 비성회 독립계획도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1참고); 이외에

도 약 300개의 보통 지급 도시와 300여개의 현급 도시가 있다. 이러한 도시 중에는 많은 각종 

국가급 개발구가 있다(부록 2 참고). 이러한 ‘도시’들은 모두 국유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표

에 소개된 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는 모두 해당 성 또는 시에 소속된 국유기업이다. 기업의 규모

는 ‘도시’의 체급에 따라 달라지며 이 또한 성시가 어떠한 대규모의 대외원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이외에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현급 도시는 국제경제기술

협력유한공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지만 지급 이상 의 도시에 소속된 국제경제기술협력유

한공사는 현급 도시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둘째, 성시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은 중앙 정부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주동적으로 

운영되고 성시가 국제분업에 깊이 참여하도록 돕는 성시의 ‘손잡이’가 된다.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에서 성시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원조임무를 명확하게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21일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가 발표한 <대외원조관리방법(임시조례)>의 제 5조에 서는 

“각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상무부가 처리하는 대외원조관리사무를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의 대외원조를 시행하면서 성시는 국내에서 시행하던 ‘맞춤형 원조’ 방식을 해외에 전파

하였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일부 성시는 장기적이며 고정적으로 몇몇 제 3세계 국가와 ‘자매

결연’을 맺어 대외원조사업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시 외향형 국유자산그

룹은 중앙이 위임한 대외원조 임무의 완성을 통해 수혜국의 상황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며 기업을 운영하여 국제경제분업에 한층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성시 소속의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이 주동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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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하게 해외 경영을 시도하는 정황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성시와 중앙정부가 대외관계를 

‘협력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초 중국 강소성 소속의 

화물선이 인도의 항구에 억류되었을 때 강소성은 성 소속 국유자산그룹의 해외 자원을 전용하

여 체류선원의 귀국 등 영사 보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개진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성에 소속된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이 21세기에 주동적으로 경영범

위를 해외로 확대하여 중점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성시 소속의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의 성장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대외원조의 참여 수준 또한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표의 ‘설립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

시 소속의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은 거의 모두 개혁개방 이후 설립된 것이다. 이들 모두 해당 

기업을 정식으로 소개할 때 개혁개방 당시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가 회사의 설립을 어떻게 비

준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이를 회사 발전의 기점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중국강소국제경제기술

협력그룹유한공사(이하 중강그룹)은 이렇게 회사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 12월 국무

원 판공청(80) 제112호 문건, 중국강소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의 설립 비준. 해당년 대외경제무

역부의 대외경영권 획득. 본 항목의 경영자격을 최초로 비준 받은 8개 종합성 국영대외경영기

업 중 하나.” 43)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을 겪었고 소속 성시의 국유자

산재편성 등의 원인으로 일부 기업은 국유자산그룹의 자회사가 되어 독립성을 잃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이 전세계 국제경제기술협력영역에서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적 또는 

세계적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중강그룹은  2017년 5월 ‘강소해외 협력투자유한공

사’를 설립하고 중국-UAE 산업에너지 시범지역 투자개발과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마찬

가지로 천진태달그룹44)은 “중국-아프리카 태달투자주식유한공사’ 를 설립하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 경제협력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성시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은 그 규모, 유형, 업무 경영 범위, 중앙의 수권, 

위탁기제 등의 구체적 안배에 따라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에서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외향형 국유자산그룹은 발전 및 주동적 운영을 통해 성시가 수행하는 

중국의 대외관계 업무의 차원과 영역을 확대하였고 일부 상황에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현재 세계에서 국제관계의 행위주체가 주권국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성시가 대표하는 각급 지방정부는 주권국가 내부의 정치단위이며 이들 

지방부문은 반드시 중앙정부를 통해 대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시는 대외관계의 

43) 중국강소국제경제기술협력그룹유한공사 홈페이지 http://www.zjgj.com/cn/view.asp?id=38&class=24 
검색일2018년 4월30일. 

44) 천진태달그룹(天津泰达集团)은 천진 시위원회, 시정부의 비준을 얻어 현대기업제도에 따라 조직된 종합적 다
기능의 대형 국유자산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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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참여 행위자’이며 중앙정부를 제치고 직접 ‘밀실외교’를 진행할 수는 없다. 국가국제발

전협력서의 설립을 통해 성시의 외향형 국유자산그룹과 중국 대외원조 간의 관계가 보다 규범

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  장펑 (张鹏)，1986년 7월생, 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공상관리학원 부교수, 국제관계박사, 

차하얼학회 연구원 

- 주소: 上海市虹口区大连西路550号5号楼521室 (우편번호：200083) 

- 전화：15900914129  이메일：zhangpeng@shis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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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독립계획

도시
설립
시기

취소
시기

2016년 (만 명)
도시상주인구

2016년 (위엔)
국내총생산GDP

1
중경
重庆

1983-02-08 1997-03-14 3048.43 17558.76억 

2
무한
武汉

1984-05-21 1994-02-25 1076.62 11921.61억 

3
심양
沈阳

1984-07-11 1994-02-25 829.10
7280.50억 
（2015년）

4
대련
大连

1984-07-13 -- 698.60
7731.60억 
（2015년）

5
광주
广州

1984-10-05 1994-02-25 1404.35 19610.94억

6
하얼빈
哈尔滨

1984-10-05 1994-02-25 970.01 6101.60억

7
서안
西安

1984-10-05 1994-02-25 883.21 6257.18억

8
청도
青岛

1986-10-15 -- 920.40 10011.29억

9
영파
宁波

1987-02-24 -- 785.00 8541.10억

10
하문
厦门

1988-04-18 -- 392.00 3784.25억

11
심천
深圳

1988-10-03 -- 1164.36 19492.60억

12
장춘
长春

1989-02-11 1994-02-25 752.62 5928.50억

13
성도
成都

1989-02-11 1994-02-25 1591.80 12170.20억

14
남경
南京

1989-02-11 1994-02-25 827.00 10503.02억

15
항주
杭州

--
1994-02-25

910.30 11050.49억

16
제남
济南

--
1994-02-25

723.31 6536.10억

부록

<부록 표 1> 개혁개방이래 중국 독립계획도시의 설립, 취소 및 현황

# 표 내용 저자 직접 정리

* 항주와 제남 두 도시의 통계는 점선으로 표시: 두 도시는 개혁개방 이후 독립계획도시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1994년 기존의 14개 독립계획도시와 함께 부성급 도시로 편제 확정(중편[1994]1호문건) 

* 도시상주인구와 국내총생산은 2016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 참고: 도시인구는 해당 도시의 상주인구를 의

미; 심양과 대련은 2016년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15년 인구자료 참고. 각 도시의 호구 통계는 민정부가 

편집한 <중화인민공화국행정구획간책 (2017)> (북경: 중국지도출판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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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형 정식 명칭 로고

민
행
구
闵
行
区

국
가
급
경
제
기
술
개
발
구

상해민행경제기술개발구

上海闵行经济技术开发区

Shanghai Minhang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 <개발구단신> 출판

장
녕
구
长
宁
区

상해홍교경제기술개발구

上海虹桥经济技术开发区

Shanghai Hongqiao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상해홍교경제기술개발구연합발전유한공사 (홍련공사)

포
동
신
구
浦
东
新
区

상해조하경신흥기술개발구

上海漕河泾新兴技术开发区

Caohejing Hi-Tech Park

 

상해금교경제기술개발구

上海金桥经济技术开发区

Golden Bridge Development District in Pudong, 

Shanghai

* <금교화보> 출판

국
가
급
고
급
신
기
술
산
업
개
발
구

상해시 장강고급과학기술원구

上海市张江高科技园区

Zhangjiang Hi-tech Park

 

민
행
구

상해자죽국가고급신기술산업개발구

上海紫竹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Zizh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부록 표 2> 상해 행정구역 내의 국가급 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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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형 정식 명칭 로고

포
동
신
구

중
국
상
해
자
유
무
역
구

상해외고교보세구

上海外高桥保税区

Shanghai Waigaoqiao Bonded Area

* 상해외고교그룹

상해외고교보세물류원구

上海外高桥保税物流园区

Shanghai Waigaoqiao Bonded Logistics Park

상해포동공항종합보세구

上海浦东机场综合保税区

Shanghai Pudong Airport Free Trade Zone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

양산보세항구

洋山保税港区

Yangshan Bonded Port Area

상
해

국
가
일
류
개
항
장

상해항

Shanghai Port

* 상해국제항무그룹 상해시 교통운수항구관리국

上海市交通运输和港口管理局상해공항

Shanghai Airport

* 상해공항그룹

상
해
포
동
신
구

국
가
급
신
구
및
자
유
무
역
구

포동신구

Pudong New Area

(a state-level new area)

* 표 내용 저자 직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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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주년 회고 및 향후 과제 

서울연구원 

이 민 규

1. 총평

○ 경제협력 우선 정책(‘구동’)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존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회피하

면서 ‘경영정냉’(经热政冷) 상황이 고착화됨 

-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정부 인사간 다양한 형식(양자와 다자 등)의 교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를 쌓지 못함

○ 2000년대 초부터 한중관계 재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희망

적 사고’에 빠진 모습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반응만 보임. 즉, 사드배치 문제를 

포함한 이념적, 정치적, 전략적 이슈에 대한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있어왔으

나 ‘위기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 민족주의 정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양국 간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이 협력의 촉매제가 

아닌 갈등의 요소로 등장 

- 중국내 ‘한류’(韩流)와 한국내 ‘중국 열풍’(中国热)으로 상징되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 

결실도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함

-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문화분야 교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문화분야 교류와 정치·외교·안보 분야 교류 강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경제력을 특수한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정경분리가 힘

들어짐 

- 경제분야의 상호의존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 관계 강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음

○ 양자 차원의 관계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세력전이로 표현되는 미·중 관계의 변화와 북

핵 문제 등 외부 구조와 변수로 인해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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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간 각종 교류와 실질적 신뢰관계 구축 실패 

한중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관계’(1992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1998년), ‘전면

적 협력동반자관계’(2003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

실화’(2013년) 과정을 거쳐 2017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함 

한중 양국은 2015년까지 고위층 간 각종 교류를 증가시켜 나아갔지만, 2016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함. 더 큰 문제는 2000

년 천안암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건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정부간 각종 교류 현황(2015년말 기준) 

○ 고위급 회담(대통령, 총리): 약 35회 

- 김영삼 정부시절 5회 → 이명박 정부시절 11회로 증가

○ 의회 및 정당간 교류: 약 121회

- 김영삼 정부시절 14회 → 이명박 정부시절 46회로 증가

- 한중의원친선협회(1992년), 중한의원친선협회(1993년)결성 

- 정기 교류 협력의정서 체결(2006년)

○ 국방분야 교류: 약 44회

- 김대중 정부시절 7회 → 박근혜 정부시절 16회로 증가 

- 한국 해군 순항훈련부대 홍콩기항(1998년); 함장 최초 방중(2001년)

- 중국 함장 최초 방한(2002년); 한국 공군수송기 최초 방중(2002년); 중국 공군수송기 

최초 방한(2003년); 수색구조훈련 실시(2005-2011년)

실질적 신뢰관계 구축 실패

북한 이슈는 경제협력과 함께 대중국 외교에서 한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중시한 분야

○ 사례1)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건 

○ 사례 2) 4차 북핵 실험과 한중 정상 간 핫라인 불발

2015-2016년 한중 관계 상황

-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평가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30개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과 단독 오찬을 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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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간 단독 면담을 함) 

핫라인 불발 

-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 시절 중국측과 군사 핫라인을 개통하기로 합의, 2015년 12

월 31일 드디어 핫라인 개통

-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핫라인을 걸었으나 시주석은 받지 않

음, 박대통령은 1월 11일까지 반복해서 핫라인을 걸었으나 시주석은 끝까지 받지 

않음 

- 이에 반해, 1월 7일 오전 박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분여간,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공감대 

형성 등 긴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사례3) 사드배치 이슈와 정부간 공식채널 불통 

- 2016년 7월 사드배치 공식 발표 이후, 2017년 2월 일부 소통 경로가 재개통되기 전까

지 양국 정부간 공식채널 대부분이 닫침 

- 약 7건의 군사교류 일정이 중국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중단됨

- 대중국 ‘의원외교’에 대한 이이제이(以夷制夷)전술 논란까지 발생(2016년 8월을 시작

으로 2017년 1월까지 3차례의 의원단이 방중; 17명의 의원 중 외통위 의원은 1명뿐, 

국방위 소속 의원 전무)

3. 사회문화 분야 교류의 양적인 팽창 속 갈등 심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경제분야 교류와 함께 한중 양국 협력 관계의 대표적인 성과임과 동시

에 관계를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어 옴, 특히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관계 개선

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000년대 초부터 이 분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인 팽창 

○ 한중 양국 간 주요 협정

- 1994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한중문화공동위원회’ 구성 

- 1994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2013년,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 제도 마련

- 2015년, ‘중한인문교류공동위원회 교류협력 프로그램 리스트’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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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 갈등 사례

2004년 - 동북공정

2005년 -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2006년 - 동북공정

2007년
-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시상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백두산은 우리땅’ 퍼포

먼스

2008년
- 공자 한국인설 설전
-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폭력 사태
- SBS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사전 보도

2010년 - 첨단 정보기기 한글 자판 국제표준화 논란

2011년 - 아리랑 중국 국가무형문화 유산 등재 

2016년
- 대만출신 아이돌 가수의 ‘청천일백기’ 흔든 사건
- KBS 드라마 ‘무립학교’에서 인민폐 소각하는 장면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추이 

- 방한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2005년에서 2012년까지는 일본인 방한 관

광객이 제일 많았으나, 2010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부

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71만명에서 2015년 598만명 규모로 증가 

- 비중 – 35.5%(2013년); 43.1%(2014년); 45.2%(2015년) 

○ 방중 한국인 관광객 추이 

- 방중 한국인 관광객 역시 2005년 355만명에서 2016년 476만명 규모로 증가함 

이념적·문화적 갈등 속출 및 증폭: 한중 갈등의 시발탄 

2004년 ‘동북공정’ 이슈를 시작으로 양국 간 문화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고 있고, 대부분의 이슈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음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이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양국 

국민 모두 비슷함에서 다름(고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함 

<표 1> 한중간 주요 사회문화 갈등 사례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년.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회문화분야(경제포함) 교류 악영향 

중국은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력을 본격적으로 도구화하기 시작함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 →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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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상국 OCED 회원국 이슈 이슈의 성질

2008년 프랑스 0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2010년 일본 0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 강성

2010년 노르웨이 0 류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 연성

2012년 일본 0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강성

2016년 대만 X 차이잉원 총통 당선 연성

2016년 몽골 X 달라이 라마 회견 연성

2016년 필리핀 X 남중국해 영토분쟁 강성

최근 10년 중국은 본격적으로 이슈의 성질(강성, 연성), 상대국의 경제력(OECD국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함 

<표 2> 최근 10년 국제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사례

○ 사드배치 사건 이후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현황 

사드배치 발표 후 방한 중국 관광객 추이

- 2016년 7월 91.8만명 수준에서 2017년 6월 25.5만명 수준으로 떨어짐 

- 2017년 3월(사드배치 본격화, 오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 도착)부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임 

→ 3월(-40); 4월(-66.6); 5월(-64.1); 6월(-66.4) 

→ 2018년 3월 기준 40만 수준으로 회복(출처: 한국관광공사)

- 2017년 3월부터 한국 단체관광 금지 

- 중국이 다른 국가에 가한 관광금지 패턴과 비슷함 

- 베이징, 산둥 지역: 2017년 3월부터 허용

- 우한, 충징 지역: 2018년 5월부터 허용 

4. 중국의 경제보복과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 악화 

사드배치 이슈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는 급속히 악화됨

- 2004년 전후로 중국은 공공외교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추진 

- 한중간 민간인 교류; 중국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여

준 리더십 등의 요소로 쌓았던 대중국 긍정적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짐 

- 2002년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 상황에서도 대미 긍정적 이미지가 50%대

를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대중국 긍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가변적이고 약한지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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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한국인의 대미, 대중 긍정적 이미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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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w Research Center

5. 향후 과제: 토론 질문

한중 양국 정부 간 실질적인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과 전략적 · 이념적 · 감정적 이슈 관리 

방안 

- 한중 양국 정부간 교류의 정례화 

- 위기관리 구축

- 양국 국민 간 서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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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의 자주성을 찾아서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리 카 이 셩

자주성(autonomy)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자주

성은 양국이 당사국의 상호 이익(혹은 관념, 정서 등)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제3자

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능력이다.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이 나날이 긴밀해지는 시대에서 모든 양

자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게 되며 완전하게 자주적인 양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러 관계와 같은 대국간 관계도 미국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가하는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중러 양국의 전면적 전략협력관계 형성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러

나 양자관계의 자주성이 높을수록 그 중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일례로 중국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대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국과 기타 국가의 관계가 자주 미국이라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만 중미관계의 발전은 주로 양자간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예를 

들어 중국의 국력 신장,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혹 증가). 같은 맥락에서 자주성이 높은 

양자관계는 양측의 자주적 관리 가능성이 더욱 크고 제3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자주성은 양자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전제이다 (자주성이 높아도 양측의 

적의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조건은 아니다). 양자관계를 안정시키려면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면 한중 관계는 비록 급속하게 발전하였

지만 최근 자주성이 부족한 ‘정체’가 드러나면서 일정기간 동안 ‘표류’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자관계가 해동되는 추세이지만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

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어떻게 한중 관계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1. ‘표류’중인 한중 관계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정치, 경제, 인문 교류 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

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양자관계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안정성이 부족한 ‘표류’상태

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시작되었고 천안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양자 관계

는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집정 이후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면서 한때 ‘마음이 통하

는’ 관계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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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양자관계는 급속히 냉랭해지고 심지어 냉각 상태를 보였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비로소 한중 관계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안정성이 부족한 ‘표류’의 배후에는 사실 한중 관계의 자주성 결핍 문제가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중 관계는 두 가지 중대한 정치안보문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고 그 미약한 자주

성이 노출되었다. 그 중 하나는 북핵 문제로, 김정은은 집정 이후 그 부친의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수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진행하여 한국의 위기의식이 나날이 높아지도

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북핵 정책을 한중 관계를 평가하고 대중정책을 결

정하는 중요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최선을 다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중국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중

국에 냉담하다. 다른 한 문제는 미중 관계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해 전

략적 억제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특히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가들을 중국 견제의 ‘선봉대’로 삼

았기 때문에 한국은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미국의 대중정책과 궤도를 같이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한중 관계도 나날이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어 미중 관계라는 강력한 ‘행성’ 주위

를 맴도는 ‘소행성’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안정성이 부족한 ‘표류’ 상태의 한중 관계가 왜 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

혜 정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해준다. 두 가지 요인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긴급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오바마 정부가 한국을 이용하여 중

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한중 관계는 급격하게 흔들렸으며 자주성은 

대폭 하강했다. 2017년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일시적 잠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8년초 북한이 국제제재의 압력 속에

서 주동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 

완화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류’하는 한중 관계도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하

였고 자주성 문제는 다시 돌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중 관계의 자주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중 관계는 근

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미국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한국과 중국이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

라고 해도 공동의 정치안보 이익은 여전히 빈약하여 안정적인 양자관계와 충분한 자주성을 유

지하는 것은 결국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러한 정황은 일련의 지정학

적 역사와 현실 때문이다: 고대 조공체계가 남겨 놓은 복잡한 유산, 한반도의 분열 상황과 북중 

관계의 특수성,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의 일원인 한국 등등. 

개인적으로 한중 관계의 자주성이 빈약한 것은 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

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이 보기에 경제무역 관계는 종종 양자관계의 '밸러스트 스톤

'(ballast stone)이지만 한국은 항상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에 만족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양국 모두 비교적 장기간 동안 경제관계 발전은 강조하면서도 공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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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이익을 발굴하고 구축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었다. 국제관계 이론 중 신기능주의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는 경제영역의 협력이 정치안보 영역의 협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과 주장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경제무역관계

가 나날이 긴밀해 지면 정치안보관계의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치안보관계에 변

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양국간에 착실한 경제무역관계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는 여전히 현실주의의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주장이지 

자유주의의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다. 수많은 양자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정치안보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경제무역관계는 어떤 경우 ‘완충기’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희생양’ 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미중 간 무역전쟁이나 중국의 고급기술 산업

에 대한 미국의 공격 등은 표면적으로 이익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패권지위를 대체하

려는 최고의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한 미국의 정치적 논리가 있다.  한중 관계 또한 마찬

가지이다. 양국관계는 한국 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동의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고 한국 

기업 롯데 와 중국인 한국 관광객은 지대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자주성은 반드시 정치안보영역에서 탐색되어야 하며 공동의 정치안보이

익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구축하는 데 달려있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양국의 특수한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반도 정세 심지어 동북아 안보 구도에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자주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탐색은 반드시 양측 지도층의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안보기제와 한중 관계의 자주성 구축

상술한 바와 같이 한중 관계가 정치안보영역에서 자주성을 확립하려면 반드시 이 영역 내에

서 가능한 한 많은 양국의 중대한 공동이익을 발굴하고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대

공동이익’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우선 이러한 이익에 대해 양측 모두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자관계를 더욱 발

전시키기를 희망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대’이익은 다른 이익과 비교하여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중대공동이익이 기타 요인의 충격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좌지우지되거나 적어도 완전히 

희생당해서는 안되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양자 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양자관계의 ‘자주성’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동이익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기타 안보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전제이자 경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대로 정치안보영역에서 한중 간에는 눈에 띄는 공동이익이 많지 않다. 유일

하게 비교적 중대한 이익이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며 양측 모두 북한의 핵 보유가 야기

하는 지역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측의 정서와 인식은 다소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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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이를 생존과 연관된 이익으로 보고 있지만 북핵을 ‘민족의 공동 자

산’으로 보는 일부 인식도 존재한다; 중국은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

가 야기하는 전쟁과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미묘한 차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한국이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

는 수단에 대해 한국의 진보당 집권 정부와 중국은 근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 보수당 정부

는 심각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며 박근혜 정부 말기가 그러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

면 북핵 문제는 한중 관계에 양날의 칼이다. 양측의 인식이 일치하면 공동안보이익이 될 수 

있지만 양측의 정책에 차이가 생기면 심각한 의견 차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도 한중간 공동 정치안보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한중 관계의 자주성

을 뒷받침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 아젠다는 결국 현실적 아젠다가 아니

다.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실제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는 큰 비중을 차

지할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아젠다의 중요성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

다. 한국과 중국은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역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한국과 중국은 같은 편에 설 수 있지만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한국

과 중국은 할 일이 없어진다. 한중 관계의 자주성은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셋째, 이러한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정서

가 증가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한중과 일본간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한중 관계의 자주성을 강조하려면 한중 공동의 새로운 중대 정치안보이익을 발견

해야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이익은 바로 지역안보협력 기제의 추진에 있다고 본다. 근본적 이

유는 지역안보협력기제의 건립이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 안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중국

이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병존하는 문

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다.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체계를 수

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실현이 가능하다 해도 그 대가는 너무나 클 것이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국과 미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안보기제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만 비로소 지역의 평화를 실현하고 신형 미중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안보기제를 

수립해야만 한국도 마침내 북핵 문제 및 이와 관련되는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중, 중일 간의 전략적 신뢰감이 ‘적자’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안보기제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일 삼자협력기제

의 사무국이 서울에 설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온 국가로서 한

국은 지역안보기제의 구축이 한국에 최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대국 사이 

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는 현실주의 안보관을 받들기 보다는 규범과 안정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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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주의 안보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이 지역에서 지위를 제고하고 안보 이익을 확보하

는 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역안보기제의 수립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정치안보 아젠다

를 해소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부분에 이미 언급 한대로 지역안보기제는 미중간 전략경쟁의 딜레마를 완

화시키고 공존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북한의 안보 긴장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 북핵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의 한반도 통일 문제, 중일 영토 분쟁 및 중일, 

한중 간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역안보기제는 제도화된 해결 방식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충돌이 사라지게 되면 한중 관계의 자주성도 더욱 보장될 수 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점차 회복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면

서 남북 양측은 정치안보영역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

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계기로 삼아 지역안보기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한중 관계의 자주성을 빚어내고 이를 기초로 동북아 지역의 영원한 평화, 안전, 안정을 실현하

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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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S IN NORTH KOREA

Assessment and Outlook: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the North-South Korea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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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ground for the US and China in their future:
- China wants to expand outwards (island chain expansion, Belt and Road Initiative, etc.)
while the US wants to stop China from doing so.

4

US-Chin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US-Japan alliance - South Korea[South Korea-US alliance] vs China or US-Japan alliance vs China, South Korea
It cannot be a choice between two – US or China.

THAAD, Pin down the Korean peninsula
(Keeping the ‘house rabbits’ inside)

China:
Locked in and anxious

Middle boss vying for an opportunity:
Japan (militarization)

Foot soldier: South Korea (prevent separation)

Weak boss: US

You two get along
(‘Comfort women’ deal, GSOMIA)

*Life-or-death for China

US and Japan

东北亚局势的变化与地方政府外交角色 201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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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rence through 
punishment10000km~3500km~ 6000km~1000km~500km~200km~

US West Guam Alaska/ HawaiiJapan / OkinawaDaegu, Busan/ 
Gimhae

Pyeongtaek/
Osan

North Korea

SCUD  B SCUD  C SCUD  ER
Nodong

Hwasong-10
(Musudan) Hwasong-12

Hwasong-14

8000km~

US East 

Bukgeukseong
-1 (SLBM)

Bukgeukseong-3?
(SLBM)

Deterrence through denial 
(A2/AD)

A variety of smaller, lighter and standardized nuclear 
warheads to mount on different ballistic missiles

Liquid 
fuel

Solid 
fuel

Surface-to-
Surface (KN-

02)
Surface-to-

Ship (KN-01)

Surface-to-
Air (KN-06)

Bukgeukseong-
2 (IRBM)

Bukgeukseong-4 ?
(ICBM)

Hwasong-15

Hwasong-13 ?

* The 6th nuclear test (Sep. 3, 2017) / 
Hwasong-15 missile test-fired (Nov. 29)

6

Futur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 3.9% in 2016 
�5 million mobile phones; 500 marketplaces

The Tocqueville 
Paradox

Since Kim Jong-il fell ill in August 2008, North Korea has desperately searched for the best 
survival tactics for its regime.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Kim Jong-il’s roadmap became more elaborate.

Normalization of governance –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May 2016)

The emergence of G2 and the 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 in 2009
� US and China both seek ‘My Way’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
Data: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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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orth-South 
Korea 

relations
(environment)

2018 North Korea-
US relations

(?)

2021

Nuclear arsenal 
completed 

(assessment)

Economic development & 
improved life for the 

people (plan)

Strong state
(The 8th Party 

Congress)

� Byeongjin (dual-track) policy – economic development & nuclear arsenal � New strategy (economy)

North Korea’s Needs North Korea’s Wants

Stable environment and conditions to 
drive economic growth and improve 
general quality of life

Choices: North Korea-US relations (the 
best kind of stability) � North-South 
Korea relations (the best or second-best 
kind of stability (limited))

North Korea driven by desperation, unable to let opportunities slide in 2018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pr. 20) � Proposed to ‘focus on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economy.’

8

Powerful socialist state (8th Party Congress)

Sci-tech Powerhouse Strong Economy Civilized Nation

The Mallima Speed Campaign

Party-led dual-track policy (economy & nuclear) + 'people-first‘ philosophy

3Self-defense 5-yea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he Three Revolutions (Ideological, 
Technological, an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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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Recognition 

of threat)

Change (Reform/Open) + Time²

Tipping 
point for 
regime 
survival

Increase

Decrease Increase

North 
Korea

External threat (nuclear)
Regime 
collapse

Military>Economy Military<Economy

Become a strong 
state (entry level)

The 5-year 
Economic Plan

Internal stability (people)

Dilemma: Give up 
the nukes?

Dilemma: Keep the 
nukes?

The 7th Congress

Fully become a 
strong state 

(peak)

Need to acknowledge the stability and confidence
displayed by the Kim Jong-un regime

The 8th Congress

2018

10

Peace & denuclearizationSpecial nature of North-
South Korean relations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North Korea-U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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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Article 1)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in the Gaeseong region

(Article 1) Implement the projects agreed in the October 4 Declaration and work 
toward the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Article 2)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and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Article 3)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as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rticle 3) Declaring an end to the war, establish a peace regime, and pursue 
trilateral or quadrilateral meetings
(Article 3) Realiz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Hold regular meetings and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s for frequent 
discussions and a meeting in Pyongyang this autumn

12

Explain to the 
people and listen to 

their input

Earn support from 
the global 
community

Implement terms 
agreed in the 

follow-up meetings

Work together to 
make the North 

Korea-US Summit a 
success

Prompt, 
transparent, and 
legally compliant

Stable and improved 
North-South Korea 

relations

Denuclearization
& peace

Virtuou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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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rough cooperation / Peace through cooperation

EAST SEA ENERGY & 
RESOURCE BELT

WEST COAST INDUSTRIAL, LOGISTICS 
& TRANSPORTATION BELT

DMZ ENVIRONMENT & TOURISM 
BELT

Resume Geumgang Mountain touris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Normaliz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onnect railways and roads.

Connect Seorak Mountain, Geumgang 
Mountain, Won and Baekdu mountains 
and promote ecotourism.

Promote economic ties and 
interes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nsure economic (market) 
peace.

Work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build cooperation 
and involve North Korea as the 
nuclear issue resolves.

14

US

Japan

China

Russia

Divisional ring

Continental ring

Maritime ring

North 
Korea

South 
Korea

* Cut through the cycles of division (North-South Korea relations), of the sea (South Korea-
Japan / North Korea-Japan relations), and of the continent (South Korea-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ransform external pressures to resolve the issue of the divided 
Koreas and poverty from Northeast Asian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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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eliminate the divisional ring to encourage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rings to grow.

Japan

China

Expanded/eliminated divisional 
ring

Expanded continental 
ring

Expanded maritime ring

North 
Korea

South 
Korea

US

Russia

16

* Complete elimination of the rings, resulting in regional dissemination of development 
drivers (both continental & maritime) and the strengthening of outward pressure.

USKorea

Japan

China

Russia
Influx of drivers for 

development (continental)

Influx of drivers for 
development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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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Security concerns from 
North Korea

Suspend

Freeze/
Disable

Dismantl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uclear arsenal

* CVID

18

*North Korea-US Summit 
agreement (draft)

Denuclearization PVID (Speed & Verification)2018 2020

Election 
off-year (US)

Next US presidential 
election

North Korea’s conditions for giving up its nuclear arsenal: 
Elimination of military threats and guarantee of regime security

Security

Economy

End to the 
war

Discuss peace terms Peace treaty/regime
Liaison office N. Korea-US 

ties
Representatives

Sanctions eased UN sanctions lifted Unilateral sanctions lifted

Phased/selective support (China?) Large-scale support (join the IMF)

North

Korea

The 8 thCongress
A fully strong state

Nobel Prize

* Possibly “phased and simultaneous steps” for different denuclearization targets, working flexibly instead of rigidly

North Korea-US 
Summit

*N. Korea-
Japan ties

North-
South 

relations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regular North-South conversations, exchange, 
military spending control, etc.)

Promot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autumn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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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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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研究院会议论文】 

新形势下的中国朝鲜半岛政策 

上海国际问题研究院 

龚克瑜 

 
 
随着朝核问题的升温，中国的角色和作用也备受关注，作为六方会谈东道国，

中方本着客观公正态度，一直在努力探索恢复谈判的途径和方式。 
中国从维护国家利益、维护地区和平稳定的大局出发，“坚持实现半岛无核化，

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并及时准确地提出新时期

适应朝鲜半岛现况的半岛无核化和停和机制转换“双轨并行”方案、“双暂停”思路，

为中国周边、朝鲜半岛、东北亚谋划了新篇章。 
今年以来的形势表明，韩国抓住了冬奥会的机遇，与朝方恢复必要的对话和接

触，美朝军演在奥运会期间得以暂停，在此后的一系列朝韩，朝美互动后，朝韩

峰会已经顺利举行，朝美峰会也被提上了议事日程。朝鲜表达了在保障自身安全

的前提下，弃核的意愿，在会谈期间暂停核导试验。这一系列可喜的变化，从一

定程度上讲，半岛和地区形势呈现出中国所倡导的“双暂停”局面，而韩国方面

强调的和平机制问题，也与中国“双轨并行”方案不谋而合。 
 
 

1、疏堵结合，以多边合作取代一味制裁 

 
事实证明，奥巴马政府“战略忍耐”已经战略失败，八年的无视和施压，并没有阻

止朝鲜拥核的意愿。现阶段，美国特朗普政府的“极限施压”与“军事威慑”的

政策也无法从根本上解决朝核问题。 
目前情况来看，只要朝鲜内部不出现突发事件，政权的长期存在仍是大概率事

件，其核力量逐步发展也是客观事实，各方需要正视朝鲜的存在和安全需求，通

过对话建立共识。 
在朝核问题上，朝鲜已经进行了六次核试验，严重违反安理会决议，损害地区

和平稳定，对此，中国坚决反对，朝方理应为其错误行为付出应有代价。中国支

持安理会通过制裁决议并严格执行，但是中国也深刻地认识到，制裁只是手段，

不是目的，半岛问题 终要通过对话谈判，寻求根本解决。 
中国强调既要有耐心，更要有决心，以期早日在多边框架下解决。这有利于各

方面力量在相互妥协中取得共赢，也有利于监督朝鲜的无核化进程，有利于本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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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的稳定与发展。 
在解决朝核问题的过程中，六方会谈曾经发挥过不可替代的作用，包括朝美在

内的六方都有和平解决朝核问题、维持半岛和平与稳定的愿望，也达成过不少相

关的共识和声明。 
六方会谈为解决核问题提供良好的接触与磨合的机会，如果六方会谈能够长期

化和机制化，将有助于推动东北亚地区的安全对话与合作。六方会谈如果作为一

种机制固定下来，定期围绕半岛及地区安全问题进行磋商，敦促和监督各方落实

所形成的决议，就可以在一定程度上避免新的误判误读，并通过互利合作构成半

岛和整个东北亚地区和平机制的雏形。 
 
 

2、“双轨并行”，从战术层面解决朝核问题 

 
在朝核问题上，中国“经过多方面调整外交政策，从朝核危机初次发生时的主要

是旁观发展到之后的适量介入再到积极主动的参与”。 
随着局势的变化，中国提出复谈路线图的第一步，就是“双暂停”，即朝鲜暂停所

有核导开发活动，美韩暂停针对朝鲜的大规模联合军演。“双暂停”旨在解决紧迫的

安全关切，有利于为复谈找到有效途径，中国为打破朝核僵局提供中国智慧。 
中方提出的实现半岛无核化与半岛停和机制转换“双轨并行”方案适合时局、符合

各方利益，有利于从根本上解决半岛核问题。 
没有半岛无核化，就没有停和机制转换；反过来，停和机制转换不起来，各方

的合理关切、包括朝鲜方面的安全关切都得不到解决，那么无核化也难以真正可

持续地落到实处。“双轨并行”方案旨在平衡解决各方主要关切，明确对话谈判要达

到的目标，尽快找到复谈的突破口。这两个方面需要齐头并进，它的特征在于明

确了无核化的大方向，同时合理平衡地解决了各方利益关切。 
“双轨”，一方面高举解决朝核问题大旗，与国际社会步调一致，另一方面，顾及

朝鲜拥核动机，通过和平机制保障朝鲜的安全关切，标本兼治。由于朝鲜战略环

境未得到重大改善，朝鲜在感受到美国等威胁的情况下，是难以轻易放弃核武器。

脱离半岛和平稳定而片面强调无核化，等于无视朝鲜的合理安全关切，只会促使

朝鲜更加坚持其核武器计划。 
“双暂停”，一方面解决朝美不信任，谁也不肯走第一步的难题，通过各方自我克

制言行，营造缓和氛围，另一方面，各方暂停“口诛笔伐”和“武力威慑”，也可避免

擦枪走火、加深地区安全困境。 
中国强调“朝鲜半岛核问题必须和平解决，必须综合施策，平衡处理各方的合理

安全关切。” 

东北亚局势的变化与地方政府外交角色 2018.5.3114



当前形势下，现在半岛存在多个“并行”，朝鲜强调“核经并行”，中国建议“双轨

并行”，美韩采取“制裁和施压并行”，各方的路径和方式不径相同。 
中国敦促朝方不要再采取有违联合国安理会决议的行为，为重启对话谈判创造

必要条件。中国注意到美方也提出过通过对话谈判以和平手段解决朝鲜半岛问题，

希望美方能够将“四不”的表态细化为具体的对朝政策和行动。韩国新政府也曾多次

公开表示，愿同时推进对朝制裁和对话， 终通过谈判解决有关问题。 
中国努力推动各方尽快恢复对话谈判，共同为推动半岛无核化进程，实现半岛

和平稳定作出努力。 
 
 

3、平衡南北，发展“新型国际关系” 

 
中国谨慎地发展与朝韩双方的平衡关系，以防止因发展与一方的外交关系而影

响甚至损害与另一方的关系的情况的发生。 
对朝鲜，基于中国共产党和朝鲜劳动党的历史关系，中国和朝鲜两国在朝鲜战

争中并肩作战并且是停战协议的共同签字方，两国签署《中朝友好互助条约》。中

国在重大国际场合仍坚持为朝鲜利益和安全关切着想，防止朝鲜再做出过激反应，

而且还通过加强高层对话和接触对朝鲜施加政治影响，引导朝鲜通过参与谈判、

融入国际社会的途径来解决问题。 
由于朝鲜民族是自尊性很强的国家，注重面子，不愿意被牵制，在统一问题上

坚持“自主”、“和平”、“民族大团结”的三原则，在经济发展历程中，把“有中国特

色的”变成“有朝鲜特点的”，把“改革”变成“革新”等。因此，中国不希望把自己的

意愿强加于朝鲜，把朝鲜当作自己的小弟弟，而是希望晓之以情、动之以理，朝

鲜能够独立、自主，心甘情愿地放弃核武器。 
中国对朝鲜发展核导的态度坚决严厉，中国严格遵守联合国安理会决议，对朝

鲜制裁，与朝鲜保持一定的距离。 
对韩国，习近平同志曾指出“中韩两国是搬不走的近邻，也是天然合作伙伴。建

交 25 年来，友好交流、合作共赢始终是中韩关系主旋律。中韩两国在促进各自经

济社会进步、实现地区和平稳定繁荣方面有着广泛共同利益。良好的中韩关系符

合历史和时代大势，也是两国人民共同愿望。”朴槿惠总统上任后，曾经对发展与

中国的合作关系采取了比前任更为积极的政策，密切了两国的“好邻居关系”。不幸

的是，由于朴槿惠执意部署萨德系统，中韩关系出现断崖式下跌，所幸 2017 年 10
月 31 日，中韩达成协议，暂时“封印”萨德问题。文在寅总统也在去年底访问中国，

中韩双边关系触底反弹。 
中国是韩国 大贸易伙伴、 大出口市场、 大进口来源国、 大海外投资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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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国、 大留学生来源国、 大海外旅行目的地国。韩国成为中国 重要的贸易

和投资合作伙伴之一。中韩理应成为名副其实的战略合作伙伴，为此中国提出“愿
同韩国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致力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

促进世界繁荣的伙伴。” 
中国正努力使中朝关系和中韩关系都能够成为“相互尊重、公平正义、合作共赢

的新型国际关系”。 
 

 

4、未雨绸缪，以“顶层设计”、“底线思维”应对 

 
对于中国而言，一方面，顶层设计，有战略眼光，防止美国以朝核问题为借口，

把水搅混。 
过去的 20 多年，国际社会尝试过外交和施压、对话与对抗、威胁和补偿等各种

软硬方法，朝鲜依然没有弃核，并进行了六次核试验。 
特朗普上台后，将朝核问题列为首要解决事项，不仅宣布奥巴马政府的“战略忍

耐”已经结束，而且表示将包括军事打击在内的所有选项都摆在桌面，一时间半岛

草木皆兵，地区高度复杂敏感的局势高度紧绷。 
中国明确指出，美国寄希望于“严格苛刻的制裁、鼓吹朝鲜精英脱北、朝鲜人权

问题国际化”压垮朝鲜，试图造成朝鲜国内经济恶化，政局动荡，出现内乱、内战、

政变或者崩溃，是完全不可取的。美国等将朝鲜发展核武器归结为中国对朝政策

失败和对朝制裁实施不严格，是完全错误的。 
另一方面，中国还做到底线思维，做好各项危机预案。 
根据各方观察，朝鲜半岛有发生多种突发事件的可能性，中国注意到各种突发

事件，努力做好相关的危机管理预案。 
近年来，中美韩等国家已经开始关于应对朝鲜变局的各种讨论。各国，特别是

中美等相关国家认识到，一方面，金正恩政权的不确定和不稳定性在上升，另一

方面，朝鲜突发事件的发生和发展对各方都不利。中国和美国已经开展预防性外

交和危机管理的沟通合作，以期降低突发事件发生的概率和发生后各方的误判误

读，维持地区的和平与稳定。 
 
 

5、换位思考，以信心机制取代“安全困境” 

 
美韩同盟的维系和加强在很大程度上是由于朝鲜国防建设的努力及其进攻性的

军事战略。然而朝鲜国防建设的努力以及进攻性的军事战略同样是由于美韩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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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御体系的不断加强。冷战后的朝鲜一方面经受着严重的经济困难，而另一方面

又专注于扩充其军事实力、开发那些被广泛认为是对地区安全构成严重威胁的核

武器及远程弹道导弹。 
在朝鲜眼中，美国这个拥有无可匹敌军事实力的超级大国以及经济高速增长的

韩国正在试图联手摧毁其政治制度。伊拉克和利比亚的事例又都让朝鲜认识到拥

核自保的重要性。而朝鲜的这些行动反作用于美韩同盟，促使美韩同盟进一步加

强共同防御体制，保持和维系对朝鲜的武力威慑。 
美韩同盟和朝鲜陷入了一种“安全困境”的恶性循环，双方改善自身安全处境

的行为会促使对手进一步增强实力，所以无法消除自身的不安全感。 
由于过去冷战框架的，东北亚各国在思想、政治、军事上对立，国与国之间充

斥着猜疑、不信任、对立。冷战结束后，随着国际形势的深刻变化，各国之间相

互依存。各国应该认识到，一国的安全与生存不能靠敌视、恐吓他国来实现，而

应通过培育合作的习惯与机制、防范危机或战争的发生以及在共同维护地区安全

与稳定中实现。 
信任缺失是东北亚地区产生安全困境的原因之一，而信任的建立是在无政府体

系下克服安全困境，促进安全合作的出路之一。共同的安全利益和对经济发展的

需求是地区内各国国家利益的重合点。实现国家利益的 大化，是各国制定外交

政策的依据。 
针对东北亚地区安全现状，中国努力争取以东北亚各国的信任缺失为切入点，

以东北亚各国的国家利益为落脚点，寻求利益共同点，以共性求合作，填补信任

缺失，构建信任机制。国际社会和东北亚地区各国可以从多个角度齐头并进来解

决信任机制的建立问题。 
 
朝鲜半岛问题有历史因素、冷战背景和现实原因，有关问题的解决不可能一蹴

而就。 
中国与相关国家的关系仍将继续，中国通过加强多边安全对话，增进相互了解

与信任，推动合作安全理念，建立合理公正的关系准则，来实现地区环境的和平

与稳定。作为一个负责任的地区大国和有影响力的世界大国，朝核问题上的波折、

中朝关系的起伏、局势的复杂和严峻并不会击倒中国，中国已经并将继续以维护

中国的国家利益为重，在朝鲜半岛事务中发挥建设性的作用。 
 
 

 新形势下的中国朝鲜半岛政策 17





오후 세션 1

지방정부 외교

地方政府的北方合作促进战略 - 以首尔市为中心

李南周（圣公会大学）

对金砖国家领先城市“世界城市”战略规划的思考

汤伟（上海社会科学院）

中国省市外向型国资集团在中国对外援助中的作用（提纲）

张鹏 (上海外国语大学)





 地方政府的北方合作促进战略 - 以首尔市为中心 21

地方政府的北方合作促进战略 - 以首尔市为中心 

Local Government Strategy for South Korea's “Northward Policy” 
 

圣公会大学 

李南周 

 

1. 韩半岛局势变化与东北亚合作 

 

最近韩半岛局势正在发生剧烈的变化。继成功举办南北首脑会谈之后，正在顺

利地准备举办北美首脑会谈。如果韩半岛无核化取得重要进展，通往韩半岛和平

与繁荣的南北合作也将日益活跃。其影响不会局限于韩半岛范围内，东北亚的地

缘政治和地缘经济秩序将不可避免地进行重组。因此有必要认真思索韩半岛局势

将对东北亚秩序产生怎样的影响，如何以此为契机治愈东北亚内部的割裂与对

立，将东北亚发展为以相互信赖为基础的共同体。 

上世纪90年代全球冷战秩序结束后，东亚和东北亚也对地区合作产生浓厚的兴

趣并取得了很大的进展。1 尤其是东北亚地区对2000年“6.15南北首脑会谈”充

满期待，希望通过这一契机实现南北之间的连接与联合，使东北亚合作取得决定

性进展。由于韩半岛的分裂，不仅韩半岛南北双方要付出巨大的牺牲，临近韩半

岛的中国东北三省地区与俄罗斯远东地区也无法充分发挥自己的经济社会潜力。

北韩和这两个地区没能共享地区开放带来的经济发展成果，与周围其他地区之间

的经济差距越来越大。但是如果韩半岛合作的进展延伸为东北亚合作，就能大幅

度减少对于地区安全的忧虑，创造出新的成长动力。中国推行东北振兴战略

(2003年)与长吉图开发计划(2009)，俄罗斯公布了远东开发计划(俄罗斯在2007

年公布了“远东及外贝加尔边疆区 经济社会发展2018年”，2013年3月再次公布

了到2025年为止的长期计划)，这些计划的成果也在很大程度上取决于韩半岛局

势向哪个方向变化。  

但令人遗憾的是由于没能消除北韩与美国之间长期以来的互不信赖，韩半岛局

势的进展比预想的缓慢，2009年以后再次恶化。北韩接连进行核导弹实验，不断

加强核能力，美国和韩国对此主张先发制人的必要性，以增强军备和提高韩美联

合军演强度的方式来回应北韩。北韩在2017年11月29日进行了ICBM级导弹发射实

验，宣布完成了核武装备，此后美国采取军事措施的可能性进一步增大。  

但是此后韩半岛局势开始发生戏剧性的变化。最终判断这些变化对韩半岛局势

                                                             
1 2002年11月“ASEAN+3”领导人会谈采纳了东亚研究集团(EASG)将东亚共同视为地区合作的最终目标，

为此提出17个合作事业与包括东亚领导人会谈(EAS)在内的9个中长期事业的报告。东北亚从2007年起举

办韩中日外长会议，从2008年起举办韩中日领导人会谈(2012年以后未能履行每年举办的协议)。 



有多重要的意义还有些为时尚早。但值得注意的是目前对话局面的动力或方向都

和以往不同，韩半岛局势正接近于发生根本变化。  

从动力方面来看，北韩和美国都意识到解决问题的必要性，正在开始对话。美

国以前未能放弃北韩崩溃论，没有认真地与北韩协商。奥巴马政府的所谓“战略

性忍耐”也出于这一惯性。北韩也在对美国缺乏信赖的情况下，没有放弃开发核

武器这一目标。但是美国现在到了无法对北韩加强核能力袖手旁观的阶段，因此

不得不出面从根本上解决问题。北韩在不必再进行核导弹实验的情况下，正力求

形成能集中力量促进经济发展与提高人民生活水平的环境，认为自己拥有的核能

力能让美国以真诚的态度进行协商。 

从方向方面来看，北韩与美国的上述利害关系与判断使双方为了从根本上解决

问题出面协商，并使解决问题的日程不断提前。以往的协商通常将比较抽象的内

容达成协议作为 终目标，着重于短期议题的协议达成与实行，而如今的协商则

把具体的 终目标(北韩的核武器废除与美国的北美建交，和平协定等)与实行方

案(尤其是时间表)摆在桌面上进行对话。 

如果这一态势持续下去，对话取得成果，东北亚合作就会很快开启新的局面。

首先，随着建立韩半岛和平体制，北美关系与北日关系正常化，这一地区的冷战

遗产至少能在法律上得以清算。阻碍地区合作的各种法律制约也会由此消失。其

次，图们江流域开发计划与大图们江开发计划(GTI)，中国的长吉图开发计划与

一带一路，俄罗斯远东开发计划等开发计划都会进入新的阶段。能够提高各国开

发计划之间的综合效应，同时带动区域外的积极参与。第三，能向东亚合作提供

新的动力。东北亚国家之间的矛盾一直阻碍东北亚与东南亚的有机合作。东北亚

合作的进展能够消除各种阻碍因素，使得东亚合作所需的资本、技术和市场等要

素的供应更加顺畅。 

因此有关国家如今应该积极地推动商议与实践，使长期以来停滞甚至后退的东

北亚合作取得进展。 

 

 

2. 东北亚合作与北方合作 

 

1) 北方合作的潜力 

 

东北亚合作是应在多个层面上向多个方向发展的综合课题，但从中短期角度来

看，应该形成促进北方合作的突破口。其原因如下。 
首先，北方合作的潜力比地区内其他合作平台大。这一地区具备丰富的自然资

源、优质的劳动力、资本和技术等经济发展所需的多种因素，预计能通过合作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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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很高的综合效应。从全世界范围来看，北韩、蒙古和俄罗斯远东地区拥有丰富

而优质的自然资源。北韩和中国三省能够提供受教育水平较高的丰富的劳动力。

同时中国、韩国和俄罗斯能将资本与技术与上述资源、劳动力相结合，实现持续

健康的经济发展。虽然各国特征各不相同，但都要求实现社会经济方面的转换，

要想让这一过程进展顺利，就需要其他国家拥有的资源(市场、资本、技术和地

下资源等)，因此这些国家内部也会对北方合作的必要性达成共识。 

其次，北方合作在扩展性方面也占据优势。北方合作与亚欧合作密切相关。这

一地区与中亚和欧洲等地以陆路直接相连，交通基础设施建设除了部分缺失环节

外，已经发展到相当高的水平。 近通过开拓北极航路，正在开启直接连接欧洲

的海路。此外，北方合作还能与太平洋经济圈直接相连。也就是说，目前经济

为发达、规模 大的国家能够以北方合作为媒介连接在一起。可见其经济和政治

意义非常重大。   

第三，北方合作可以发挥较大的国际影响力。这一地区的潜力与扩展性早就在

国际上受到了关注。由于这一合作由中国和俄罗斯等大国主导，其取得的进展能

够使东北亚、东亚，乃至全球的地缘经济和地缘政治发生巨大变化。  

因此其他行为者会对北方合作产生警戒心理。尤其是美国和日本会担心西太平

洋地区的主导权转移到大陆势力手中，而这种担忧便以近期提出的“印度-太平

洋地区战略构想”体现出来。如果大陆和海洋的对立结构强化，韩国和东盟国家

的北方合作态度就会发生动摇。因此有必要防止出现这种对立结构，带动美国和

日本参与北方合作。也就是说，不能将北方合作局限于韩半岛，要将其发展为对

大陆、海洋以及地区外行为者广泛开放的合作。 

 

2) 北方新政的组成部分 

 

考虑到北方合作尽管具有很大的潜力和必要性却依然进展缓慢，则应该摆脱现

有的思维方式来促进这项事业。对此首尔市长朴元淳从2016年起一直强调要想发

挥北方的潜力就需要北方新政。   

北方新政的首要组成要素就是将南北合作与北方合作结合起来，形成两者之间

的良性循环。如果没有南北关系的变化，促进北方合作就等于修建沙上城堡。尤

其想通过北方合作对北韩施加压力的想法更是没有可能实现。以前韩国提出的欧

亚倡议等构想没能取得成果的原因就在于没能摆脱这些陈旧的思想。只有北韩认

为北方合作有利于消除其对于体制安全的忧虑，北方合作实现的可能性才会提高。 

为此韩半岛不能采取任何一方吸收另一方的方式，也不能在彼此分离的状态下

成为威胁另一方的存在，要逐渐消除南北的敌对关系，提高联合的程度。也就是

说，只有将对于南北关系逐渐转换的坚定信念和为此付诸的实践结合在一起，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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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合作才能步入正轨。 

其他有关国家要对韩半岛实现和平以及逐步、分阶段的联合是符合各国主要利

益的这一点达成共识。各国虽然存在差异，但曾经周边国家认为改变现状的不确

定性较高，其更倾向于维持韩半岛的现状。这是导致韩半岛局势难以发生变化的

原因之一。但是现在若要保持韩半岛现状不仅要支付很高的费用，而且现状很难

保持。因此在韩半岛逐步、分阶段的联合过程中，与东北亚及北方合作相连接就

是韩半岛与有关国家实现共同发展的唯一变化方案。因此有关国家应积极考虑支

持这一过程，使其成为地区合作的方案。 

北方新政的第二个组成要素就是自上而下(top-down)与自下而上(bottom up)

方式相结合。到目前为止，这一地区的经济合作由市场和企业主导。关于北方合

作，曾经有GTI等国际合作平台，但难以克服北核问题等政治军事制约。这是由

于其活动主要以实务合作为中心进行商议。不仅如此，在正式推行北方合作时，

很多事项也与各国的政治、政策决定密切相关。因为国境合作等包括许多要从政

治和国家安全角度考虑的事项，且地区内各国之间没有完全消除互不信赖。因此

为了有效地开展北方合作，有必要把自上而下的合作与自下而上的合作结合起来。 

如果有关国家能够建立高级别对话渠道，制定北方合作的综合性长期蓝图，定

期协商有效的实行方案，就会提高地区内外对于北方合作的信赖度，强化北方合

作的动力，促进合作事业的有效开展。如果南北合作有所进展，南北之间以及有

关国家之间对北方合作的蓝图产生共识，就可以搭建各国高层人士参加的“板门

店论坛”等平台，讨论有关北方合作的事业，形成并传播国际社会对此的共识。

同时与其他高级别论坛或对话渠道相结合，增进东北亚在政治领域的互信，促进

共同体认识的形成。  

北方新政的第三个组成要素是要在各国内部对这一事业达成共识并予以支持。

为此 重要的是要制定具体且有说服力的方案，使这种合作能够为民生福祉做出

贡献。在新自由主义结构中，国际性的经济合作不一定会延续为民生福祉的增

进，反而会对国内分配产生负面影响。近期国家主义行动在欧洲抬头的背景也包

含着分配恶化问题。2因此为防止这种情况的出现，需要国内制定经济社会计划，

同时北方合作也要向与本地区多数居民共享成果的方向发展。  

各国要制定符合自身发展水平与发展战略的政策计划，但要摆脱以往只考虑国

家内部情况或短期利益的惯习。此外还需要共同努力，促进地区内各种发展模式

之间的优势交流，制定出能为地区长期而持续的繁荣做出贡献的发展模式。  

 

                                                             
2 参考：对欧洲联合方式，尤其是货币统一持批判态度的Wolfgang Streeck，김희상译。『争取时间-民主

资本主义缓期的危机』，石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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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北方新政的主要事业 

 

考虑到上述促进战略，开展北方新政时应着重于以下事业。 

  

① 交通合作 

北方新政的基础就是构建交通网络。目前中国境内的铁道与公路网已经建到了

北韩与俄罗斯边境，俄罗斯境内的铁道与公路网也已整修完毕。这一地区交通网

络的缺失环节在于北中、北俄和南北之间的铁道与道路连接。因为在这里几乎没

有地理方面的障碍，需要修建的道路长度很短，只要在政治方面达成协议，就能

以低廉的费用迅速完成。  

进行交通合作时要分别考虑到环东海经济圈和环渤海经济圈的活跃发展。也就

是说在构建各交通网的过程中，主要城市之间可以组成协议体并加以拓展。首

尔、平泽、木浦、开城、平壤、新义州、丹东、沈阳、大连、天津、青岛、连云

港和上海等城市可以参加环渤海圈。在环东海圈要促进俄罗斯和日本城市参与的

环东海城市合作。  

后，如果上述事业取得进展，就着手促进能够连接环渤海和环东海经济合作

的韩半岛的东西连接。以此 大限度增加首尔-元山，首尔-江陵/束草之间城市

与铁道连接的经济效果。 

    

② 环保资源与能源 

仅次于交通合作能够迅速取得成果的领域就是资源与能源。东北亚地区同时临

近资源需求国与资源供应国，这是很罕见的事例，但由于政治军事方面的割裂没

能积极利用这一 地缘经济条件。因此如果构建交通网络就能迅速开展资源与能

源合作。 

但是由于这一地区依然对于迅速的经济成长充满渴望，有必要针对资源与能源

的利用与合作制定长期计划，开展资源与能源合作。这不仅需要地下资源的开发

与传统方式的供应，还要同时进行替代能源生产合作，构建能提高资源利用效率

的供应网络，开展环保技术合作。尤其是建立国际研发中心以促进有关技术开发

合作可以成为北方合作的主要内容。   

 

③ 文化旅游合作 

人员交流是形成地区共同体意识的基础，有望产生较高的经济效果。近期地区

内的人员交流正迅速增多，需要努力使其延续为增进相互理解与信赖。  

首先要解决在国家之间的移动中，仍以航空为主，铁路和公路等陆路利用不足

的问题。目前东北亚地区的人员交流与岛屿之间的人员交流没有很大区别，容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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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对方国家看作与自己隔断的其它空间，而不是视为友邻。以这种认识为基础的

人员交流在促进地区共同体意识形成方面有很多局限性，应该促进陆路上的人员

交流，积极创造能亲身经历彼此是邻国的机会。 

在此 为重要的就是活跃南北之间、韩半岛与北方地区之间的人员交流。但是

问题在于即使南北合作有所发展，目前南北之间的人员交流也很难迅速增加。因

此要考虑到韩半岛南北之间人员交流的水平，分阶段拓展通过陆路进行的人员交

流网络。  

此外，旅游交流是活跃国家间交流并增进本地区共同利益的途径。应该结合地

区内多种多样的文化、自然和经济资源，开发出多国旅游商品，满足地区内不断

增长的海外旅游需求，并让其他地区的人们访问本地。   

 

④ 落后地区开发合作 

东北亚各国不仅经济发展阶段不同，生产要素的分布也多种多样，因此实现互

补型产业合作的可能性很大。而且资源、劳动力、技术、资本和市场等都存在于

地区内，因此在地区内能完成生产与消费的循环圈。如果制定能够实现国家之间

资源流动的制度，就能按照经济逻辑开展本地区的经济合作与产业合作。 

但是有必要考虑让经济合作或产业合作能够增进本地区的共同利益，尤其是地

区内多数居民的利益。分配这些合作的成果时，如果向发达地区或者高收入阶层

倾斜，从长远角度来看就会形成新的社会和国际矛盾。为了防止出现这种情况，

有必要为了促进落后地区的发展开展积极的合作。  

目前东北亚的落后地区之所以发展迟缓不是由于单纯的经济因素，政治和地缘

政治因素才是更大的原因。俄罗斯远东地区、中国东北地区和韩半岛的北韩全境

及韩国停战线附近地区等都属于这样的地区。促进这些地区经济发展的合作能增

进地区内所有国家的利益。 

 

⑤ 安全合作 

在本地区，军备竞争和领土争端等传统安全问题依然远远超过其他安全问题。

但是人员交流的增加和交通网络的活跃等正在增加新的安全问题。应该对这类问

题进行事前预测，并制定出防止这类问题产生的合作框架与方案。   

 

 

3. 北方合作与城市合作 

 

城市能够发挥交通、信息，行政交流的中心作用，因此地区之间的交流与合作

大部分以城市为媒介。因此旨在促进交流与合作的交通网等基础设施建设只能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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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府主导，但是地区合作的实质性进展取决于城市之间交流与合作的水平。

但是北方地区长期以来处于割裂状态，交流与合作的基础非常薄弱，城市之间的

规模和经济发展水平等存在很大差距，因此在创造城市之间交流动力的过程中，

大城市的中心作用具有更为重要的意义。 

如果以韩半岛、中国东北地区、俄罗斯远东地区和蒙古等地区为第一批对象开

展北方合作，首尔市很有可能是在人员、物质资源或国际交流经验等方面发挥中

心作用的城市。首尔市为了 大限度增加早已公布的“首尔-平壤交流方案”的

效果，有必要将其扩展为北方合作。  

 

1) 首尔市的北方新政促进战略 

 

① 作为首尔市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加以促进 

在促进北方合作的过程中，首尔市通过发挥作为欧亚连接网络主要终点(或起

点)的作用，能够进一步加强作为国际城市的地位。首尔以此与欧洲直接相连，

这将促进首尔市民或韩国人的地理想象发生巨大变化。 

同时发挥北方与欧亚合作的窗口作用，积极吸引有关国际机构入驻。和平、环

境、电子政府和交通等是首尔能够主导的合作领域。针对开展国际合作的情况，

有必要制定能够替代反映韩国地理位置的北方这一概念的其他地区概念。    

 

② 与“首尔-平壤合作构想”相结合 

首尔市为了提高在北方合作中发挥的作用，有必要以地区合作这一展望为基

础，扩大发展“首尔-平壤合作构想”。  

首先，首尔-平壤合作在韩半岛和平进程中具有很大的象征意义，还能带动国

际合作。也就是说“首尔-平壤合作”是让韩半岛在东北亚或北方合作中能够发

挥应有作用的主要基础。   

其次，能够以此提高对内的说服力，阐明首尔-平壤合作不是针对平壤的支援

计划，而是能作为地区合作的重要主轴，成为提高市民生活质量的契机。  

第三，加强东北亚合作的动力。“首尔-平壤合作”将以开放的方式开展，这

将为东北亚合作提供新的动力。     

 

③ 分阶段促进 

不能仅以特定国家或城市的希望或要求进行地区合作，政治、经济和社会条件

的不同，合作的内容和水平也有所不同。一般在形成国民国家中心秩序的情况

下，地区合作或联合会经过从低水平向高水平发展的过程，但北核问题和南北关

系对北方合作的进展产生重大影响。因此要按照南北关系，尤其是国际社会对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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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的制裁状况，决定合作事业的内容和水平来开展北方合作。 

第一阶段是维持现有制裁水平的阶段。在这一时期很难积极促进北方合作，应

主要致力于积累资料，合作研究，形成双方城市网络(首尔-北京，首尔-上海，

首尔-沈阳，首尔-乌兰巴托，首尔-海参崴等)，以及形成社会共识。同时努力缩

短这一阶段。 

第二阶段是重新开始南北对话的时期。在这一时期，经济交流依然会受到国际

社会制裁的影响。但是国际社会也会对谋求南北和解的文化和体育等非政治交流

持积极看法。因此开始“首尔-平壤”文化体育交流，尽快将其发展为中国和俄

罗斯城市也参与的国际交流活动。同时创建“‘市场对话”等多方交流平台，为

开展北方合作构建政治和社会基础，并以人道主义合作事业与基础设施建设扩大

地区内合作。     

第三阶段是开始南北合作，制裁大幅减少的时期。在此可以同时考虑分阶段地

逐步解除制裁和一次性地迅速解除制裁这两种可能。因为主要有关国家对于从根

本上转变状况的呼声很高，如果采取通过对话加以解决的方式，与冗长乏味的拉

锯战相比，通过一揽子解决进入新局面的可能性很高。在这种情况下，将北韩包

含在内的合作水平将迅速提高。有必要准备与这种情况发展相符合的积极而大胆

的合作方案。 

例如探讨由首尔市率先提出的为北方合作构建“板门店论坛”和“欧亚城市网

络”等平台的方案。      

 

2) 主要事业 

 

① 积累与共享资料 

地区内各城市拥有的资源多种多样，有望在城市合作中产生很高的综合效应。

但是由于地理上的隔断，彼此之间的关心与理解较为缺乏。如果开展合作事业

时，不考虑地区内各城市之间的发展水平、自然环境和历史背景等方面存在的差

异，就容易出现意想不到的摩擦和矛盾。 

因此要准确把握地区内各主要城市的客观条件与要求，制定出与之相符的合作

方案。为此要有体系地积累各主要城市的信息，并构建能与地区内其他城市共享

这些信息的体系。  

 

② 城市网络构建与各领域的合作 

正如在前文中不断强调的，在开展地区合作时城市的作用非常重要。城市之间

的合作能够控制国家主义之间的冲突对地区合作产生的负面影响，形成新的合作

空间。从这个角度来看，应该比以往更加重视城市外交，中央政府也有必要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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针对城市外交的积极支援政策。  

首尔市的国际化人员和物质资源比韩国其他任何城市都丰富，因此应该在城市

之间合作方面发挥带头作用。首尔市在北方合作方面可以对以下城市网络进行构

想并付诸实行。 

ㅇ 首都合作: 首先开展首尔-平壤-

北京合作，随着政治条件日趋成熟，逐步扩大参与的城市。 

ㅇ 以铁道和公路等交通网为基础的城市网络: 构建位于连接韩半岛-

俄罗斯远东-中国东北-蒙古的交通网上的主要城市网络。  

ㅇ 历史与文化城市网络: 

构建包括韩半岛在内的丝绸之路城市网络，活跃历史与文化交流。 

ㅇ 此外首尔市可以引领有关信息化和城市基础设施建设的合作。 

 

 

4. 结束语  

 

韩国文在寅政府的“东北亚+责任共同体”构想同时包含了力求转换韩半岛局

势的决心以及将韩半岛对话合作与东北亚地区合作联系在一起的坚定意志。如今

在南北关系取得进展的情况下，重新开启东北亚合作只是时间问题。这次开展的

东北亚合作的水平将远远超过试探与实验阶段，东北亚进入近代以来将首次实现

以平等和互利互惠原则为基础的合作。 

在这一新的转换时期到来之际，需要各行为者的积极参与，其中关键在于实质

性地促进城市之间的合作事业。这是因为在基础设施与法律、制度的建设过程

中，国家级别的合作固然重要，但人员和物资的交流要以城市为媒介。在这一时

期，首尔市有必要利用其已为城市间国际交流建成了各项基础设施这一优势，在

东北亚合作中发挥积极作用。 

本文对此提出几个方案，希望今后有关与东北亚其他城市开展东北亚合作的相

关探讨能够活跃开展，并期待制定出能够使彼此达成共识的合作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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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金砖国家领先城市“世界城市”战略规划的思考 

上海社会科学院 

汤伟 

 

 

【摘要】金砖国家的主要领先城市基本确立了世界城市为愿景的发展战略。但是，

区别于纽约、伦敦在全球化进程中自发形成、处于资本和信息管控的中心和全球

产业链条的顶端，这些领先城市主要通过学习和政策植入的方式追求世界城市地

位。本研究综述金砖国家的领先城市，包括上海、约翰内斯堡、孟买、圣保罗和

莫斯科，的世界城市规划及相关政策体系。研究提出，这种政策植入型的世界城

市战略规划加剧了城市内部社会和空间分化、使得城市发展和国家现代化相互“脱

嵌”、呈现出全球性和本土性发生冲突等具体问题。研究提出，这些金砖国家的

新兴世界城市需要更为丰富的政策设计以实现多方面的平衡，包括维护不同利益

主体特别是贫困人口和弱势群体的社会福利、重视协调全球城市发展和国内劳动

力市场的平衡，以及重视城市传统保护和城市创新的平衡、重视全球城市制度规

则和城市既有制度体系的协调平衡。 

【关键词】金砖国家，世界城市，植入性 

【作者简介】汤伟，上海社会科学院副研究员、博士，联系方式：tangruc@126.com，

电话：15221990122；国家社科基金一般项目“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比较研究”

（17BGJ065）的阶段性成果。 

 

 
Reflections on the "World City" Strategy of  

the Leading Cities in the BRICs 

Tang Wei    Ren Yuan 
 
 
【Abstract】Different from those archetype world cities, e.g. New York, London and 
Tokyo, commanding and controlling center for world economy which rise naturally and 
spontaneously, the BRICS try to build their own world city through policy implanting 
which can be elaborated as transformation based on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namely take “world city” as the strategic goal, and high-mobility infrastructure, 
effective urban best practices, industrial upgrading, and government reform as the 
specific policies. However, in the process of upgrading and transformation, the 
occupational structure, social stratification as well as spatial segregation increasingly 
polarize. This inconsisten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megacities and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dicates that there are two paths for world city development, 



namely "de-embedded" from nation directly into the world economy or "embedded" in 
nation which further lead to "offshore" or "onshore”. At present, the upgrading of 
mega-cities of the BRICS tend to be more onshore as these cities do not realize urban 
autonomy based on the rule of law. So the BRICS mega-city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locality ,namely internal social factors and the urbanization stage, the 
former referring to unusual complexity while the latter referring to the expanded 
poverty and informal employment as a result of large-scale immigration inflows. It is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emerging world cities, as policy design and implanting, 
will not be "acclimatized", needs more rethinking in the sense of value, policy, path or 
other aspects. 

 

 

全球化不断塑造着世界城市体系，使一些集聚全球资本和具有产业管控共能功

能的城市成为主导性的“世界城市”，或者说是“全球城市”①，譬如纽约、伦敦、

东京、巴黎等等。这些世界也成为快速发展的金砖国家和新兴经济体领先城市的

发展愿景。本研究综述了金砖国家的主要领先城市，包括上海、约翰内斯堡、孟

买、圣保罗和莫斯科，的世界城市发展规划和相关政策体系。研究讨论政策植入

性的世界城市战略规划对城市发展带来的问题和挑战，并试图对金砖国家新兴世

界城市的成长提出建议。。 

 

 

一、塑塑塑塑塑塑塑 塑 划战 战  

 

按照弗里德曼、卡斯特尔斯、萨森等人的理论，世界城市核心就在于对世界经

济的管理与控制，然而不同的学者对这种管理和控制实现机制的阐释是不同的。

托马斯·弗里德曼认为世界城市体系基本动力来自国际劳动地域分工和对世界经

济整合的程度②，并按照职能结构划分呈现金字塔状。显然，世界城市的功能分异

并不是后天政策驱动而是国际劳动分工自然演化的结果③。萨斯基亚·萨森发现制

造业在全球范围内横向扩散，对企业总部管理和控制能力提出要求，对复杂的、

专门化的知识经济，金融、信息技术、高级会计以及法律诉讼等产生需要④。尽管

弗里德曼和萨森对“管理和控制”实现机制有着重大区别，前者更多聚焦国际劳

                                                             
① “世界城市”和“全球城市”是两个不同但相互联系的概念，本文涵义相同。 
② John Friedmann,"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Vol.17,1986,pp.69-83. 
③ John Friedman, "Where we stand: a decade of world city research," In Knox, P. L. and Taylor, P. J. (eds.)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pp.21-47. 
④ Saskia Sassen, Cities in a World Economy, Fourth Edition, London: Sa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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动分工和跨国公司总部而后者更注重生产性服务业，然而两者都认为即世界城市

本身是全球政治经济循环回路的节点，而这些节点又通过信息技术和先进基础设

施构建的“流动空间”形成世界城市网络。显然跨国等级化的关系中不同城市节

点有着不同功能和位置，通过全球生产网络和价值链产生了管理—被管理、控制

—被控制的垂直关系。一般说来纽约、伦敦、巴黎、东京等发达国家城市处于管

理—控制的位置，约翰内斯堡、上海、孟买、圣保罗等发展中国家的城市处于被

管理、被控制的位置，这样前者令人艳羡的功能和影响力、异常雄伟的城市景观、

迷人的社会文化氛围常为后者所渴望，而前者诸多 佳实践也自然为后者主动被

动的所学习，由此赶超和模仿成为自然而然的政策选择①。 

为了尽可能实现接近和模仿经典世界城市，约翰内斯堡、孟买、圣保罗、上海、

莫斯科都制定严密的战略规划和政策体系，按照政策强度大致分为三大类。 

第一类，以约翰内斯堡和上海为代表，全力推进适应全球化深化的世界城市发

展战略。约翰内斯堡不断阶段颁布了不同战略规划，黄金城市（IGOli）2002 发展

战略②、哈佛大学国际顾问团（monitor）报告、“面向 2040 年城市发展战略”都

提出建设成为有竞争力的世界级非洲城市。为此，约翰内斯堡进行私有化、开放

和分权的制度改革，并实践了一系列增长方案。约翰内斯堡还积极参考纽约时代

广场和曼哈顿、伦敦金融城等规划方案，以城市更新区形式扩展或提升商务功能；

社会文化氛围上，约翰内斯堡试图充分发挥非洲文化特性，以吸引跨国资本。上

海构建全球城市也有个逐步明确的过程，1993 年提出要在全球层面“再度崛起”；

《“九五”计划与 2010 年远景目标》提出“到 2010 年，把上海建成国际经济、

金融、贸易中心之一奠定基础，初步确立上海国际经济中心地位”“基本形成具

有世界一流水平的中心城市格局”；《十五纲要》又提出“21 世纪初，加快建设

国际经济、金融、贸易、航运中心”；《2016—2040 年上海城市总体规划》正式

追求“更加卓越的全球城市”③。上海构建全球城市政策体系包括：构造了以陆家

嘴、南京西路为核心的中央商务区或者生产性服务业集聚区；制度体系上，重视

“创新”、“改革”与“开放”，以市场为基础将更多领域向外资和私人资本开放,

并不断响应国际规则深化的要求构建自由贸易区、升级自由贸易港；千方百计升

级产业结构，重视生产性服务业、搬迁制造业；城市美化运动和士绅化的消费主义景

观也成为城市空间改造的一部分，其中高档宾馆、娱乐购物综合体等成为主流④。 

                                                             
①主要是 GaWC 的工作，参加其网站 http://www.lboro.ac.uk/gawc/ 
② Prem Govender & James Aiello, “Johannesburg’s strategic plan for municipal 

service partnerships, “Development Southern Africa,Vol.16,No.4,1999，pp.649-667. 
③上海市城市总体规划编制工作领导小组办公室：《追求卓越的全球城市：上海市城市总体规划（2015-2040）

纲要概要》 
④ John.Logan Harvey L.Molotch,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2, 1976,pp.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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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类：以孟买和圣保罗为代表，本土性的话语体系依然强大，部分对冲了世

界城市的发展愿景，然而深度融入全球化仍是主导趋势。孟买通过麦肯锡咨询公

司的《孟买愿景》报告明确表达了模仿伦敦、追求世界级城市的发展愿景，为此

进行了经济自由化和政治分权的结构性调整，将更多领域向私人开放，改变了原

先相对封闭的精神状态①。经济结构方面，支持金融、IT 高端服务业、零售和旅游

业②；城市景观和空间方面则以城市美化为主要抓手，大幅减少贫民窟居民数量，

效仿上海浦东设置了塞恩—贝拉布尔（Thane—Belapur）工业特区、果阿（Gorai）

特别娱乐区。圣保罗数十年乃至上百年都是南美 重要门户城市，尽管战略规划

文件没有明确的“世界城市”或者“全球城市”发展愿景，更多聚焦于社会、经

济、人力、城市发展、环境等具体议题。然而跨国企业集中、摩天大楼林立，发

展基本思路仍以“开放市场”和合作为主线，一方面减少管制允许外资更自由进

入更多领域，包括金融部门和生产部门；另一方面推进私有化不仅国有工业还包

括电信、电力、高速公路等公用事业。同时，为了满足全球化精英的需要，还积

极开展更高质量的基础设施投资和建设。 

第三类就是莫斯科，莫斯科发展愿景和战略规划很少有人关注，2000 年起其全

球角色日益显著，不仅商业、交通、政府和管理枢纽和移民目的地，还明确提出

国际金融中心定位。为此，俄罗斯 2010 年废除了资本收益税，2011 年简化市场结

构 大两个交易所合并，同时对外国出生的非本国居民征税。2012 年俄罗斯加入

WTO，这意味着俄罗斯成为有着制度框架支持开放经济体，而莫斯科也更加积极成

为承载着高级企业部门全球城市，然而其作为全球商贸中心的地位被周期性的联

邦外交政策以及乌克兰、叙利亚等地缘政治紧张所削弱。 

对金砖国家三类领先城市的发展愿景和战略规划进行比较不难发现一些共同特

性，他们都在强化对全球资本、高级人才和国际组织等增长要素的吸引力，并在

能级提升、空间景观、制度体系、文化创意方面做出重大改革以获得更高能级全

球竞争力。尽管不同城市有着不同政治格局，支持全球化的精英在和追求地方性、

关切内部不平等的地方性社团的博弈中都取得胜利，由此全球化改革顺利推进。

主要分为三个层次：第一，着眼于全球流动要素的吸引，产业结构升级， “生产

性服务业”得到积极扶持；铺设先进基础设施，清理城市表面构建起赏心悦目的

城市景观，包括五星酒店、高速公路、港口、机场、高端住宅等等；第二，进行

制度上国际接轨，移除妨碍流动的各类法律和政策障碍，使自由市场功能获得

佳程度的发挥，表现在：更多领域向外国资本开放；包括供水、电力、道路交通

等公用事业在内更多城市资产和企业的私有化；中国、俄罗斯、印度都积极加入

                                                             
① K.Goyal, "Mumbai's GDP may exceed Thailand and Hong Kong's by 2030," Economic Times,2010 
②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Making Mumbai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http://finmin.nic.in/the_ministry/dept_eco_affairs/capital_market_div/mifc/mifc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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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构建自由贸易区,管制模式也逐步向负面清单转换；第三；尽管本土性的文化

依然占据主导，世界主义氛围却日益浓厚，麦当劳、星巴克、迪尼斯为代表的生

活方式广泛传播，消费主义深入人心，随着国际移民的广泛涌入和比例增多，文

化日益混合化和超市化。 

 

 

二、 “塑塑塑塑”塑 的内 分分 

 

尽管确立“世界城市”发展愿景和战略规划程度不一，然而金砖国家领先城市

仍不约而同采取了类似的政策体系，即参考经典世界城市的空间规划、产业结构、

制度体系和文化氛围。显然不同于纽约、伦敦、巴黎的自然自发形成，这种规划

具有极强的外部植入性，即明显的自外到内的单维度输入。这种植入式战略规划

容易学习、成本低、易于操作，无论约翰内斯堡、上海、孟买、圣保罗还是莫斯

科，都取得显著发展业绩,包括先进基础设施、高端化产业结构、高技能劳动力的

集聚，以及自身在世界城市体系的显著上升（见表 1），成为新兴世界城市①。 

 

表 1：金砖城市在世界城市体系的排名 

城市 科尔尼

（100） 

森（44） GaWC PWC

（30） 

Knight

（30） 

莫斯科 18 35 Alpha 22 23 

孟买 44 42 Alpha 29 21 

约翰内斯堡 53 44 Alpha- 24 — 

圣保罗 31 39 Alpha 25 32 

上海 19 15 Alpha+ 21 4 

（来源：作者根据已发布的全球城市排名制作） 

 

新兴世界城市不同程度融入到全球化掌握一些类似纽约、伦敦、东京等世界城

市的“管理与控制”功能，对城市本身社会造成何种后果值得考察。萨森、弗里

德曼等学者注意到了纽约、伦敦、巴黎等主要世界城市内部的社会困境即对全球

化的管理和控制功能集聚大量金融专家、技术管理精英，而这些精英需要大量低

技术工人为其提供生活服务，而内部制造业大量外迁又造成中间收入岗位迅速流

失，这样基于职业结构收入分配急剧分化，社会阶层和居住空间出现两极对立②。

                                                             
① Greg Clark,Tim Moonen,"World Cities and Nation States," John Wiley & Sons,2017. 
②丝奇雅·沙森（通译：萨斯基亚·萨森）：《全球城市：纽约 伦敦 东京》，周振华等译，上海社会科学院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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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的制度环境、资源条件、基础设施和人文氛围与主要世界

城市迥异，从外到内的植入式规划是否有所不同。事实上，正如经验观察证实的，

加入全球化意味着新型政治经济精英阶层的形成，收入分配和贫富分化的大趋势

是无疑的，然而机制和纽约等主要世界城市仍有所不同，其中的关键在于发展阶

段。金砖国家仍属于“发展中”或者“转型”状态，即现代化尚未完成、发展是

国家战略任务，核心城市凭借相对充足劳动力、较好的基础设施、巨大的市场规

模承接了发达国家转移出来的制造业。首先纺织业、成品组装等轻工业，其后造

船业、化学等重工业， 后与制造业相关产业譬如研发、金融等生产服务业。制

造业体系建立和相关产业的发展使生产和需求结构产生根本性变化进而产生了对

劳动力的需求增长，农村人口大量向城市迁移①，城市化启动。然而国际投资迅速

增长、粮食全球配置以及第三产业扩张，发展中国家工业化和城市化关联有所弱

化，即城市化动力可能并非源自制造业而更多的基于农村生存境遇恶化或者对城

市高收入的期待。于此同时，新兴世界城市对高端产业结构的热情、空间政策的

熟练适用、世界主义文化氛围的塑造，职业结构既不同于发达国家早期城市化也

不同于当前的经典世界城市。可大致分为四个部分和两对关系：既有服务全球化

专业服务业也有为专业阶层提供生活服务的从业人员；既有因为规模庞大制造业

而大量处于全球价值链低端的制造业工人，也有移民大量涌入而形成颇具规模非

正式经济。由此不同于主要世界城市社会和空间两极对立，而金砖国家新兴世界

城市专业阶层数量相对有限，而制造业、低端生活服务业、非正式经济异常庞大，

呈现的社会结构极少数专业人士处于收入顶端而大量处于底层，当然也有一定比

例的中等收入。空间区位来看，专业化阶层主要服务全球要素流动，为满足他们

的居住和消费需求，城市内部特定区域出现了士绅化景观，而少量中间阶层也获

得了部分收益，而大量的低收入阶层则基于住房严重短缺、公共服务不足等而处

于城市的边缘部位或者占领废弃的内城②，由此空间格局呈现出明显的碎片化和马

赛克化。这种状况对城市治理提出严峻挑战也和国家迫切需要推进的工业化产生

紧张关系。需指出的是，尽管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总体上响应上述机制，程度

仍有相当差异，这决定了社会后果也很不相同。 

约翰内斯堡采取全面反应外国投资者利益的自由主义政策，③基础设施和交通的

改善，大量非洲国际移民流入，而移民和平民缺乏对经济活动有意义的参与，非

正式经济和贫民窟急剧扩张，加上原先种族隔离，形成“极端分裂”（Extreme of 

                                                                                                                                                                                   
版社，2005 年版。 

① “工业化与城市化协调发展研究”课题组：《工业化与城市化关系的经济学分析》，载《中国社会科学》，

2002 年第 2 期，第 44-55 页。 
② Veronique D.N.Dupont, "The Dream of Delhi as a Global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Vol.35,Issu.3,2011,pp.533-554. 
③ Martin Murray, “City of extremes: the Spatial Politics of Johanne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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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burg）城市空间格局①。上海追求更加卓越全球城市将核心地带作为管理

与控制功能的主要承载区域，设置大量办公楼宇，拆除许多旧式建筑（石库门）。

随着土地和房屋价格上涨，制造业、部分生产性服务业逐步向土地价格相对低廉

的城市边缘地带的扩散，吸纳大量移民。这样核心区域富裕城市居民门禁社区、

高档公寓、充足优质公共服务和边缘地带廉价安置房、违章建筑、短缺的公共服

务形成两极对立。造成了多重后果，中心—外围交通需求大量增加；边缘地带城

市居民难以和城市市民难以产生共同认知反而感受到一种强烈的排斥感；边缘地

带城市区域成为具有充分的异质性和复杂化的基层社区，对治理带来挑战。孟买

主要迎合精英需求和美学想象，譬如顶尖跨国公司驻扎于内城，高速公路畅通无

阻。霓虹灯下，的士在规则的棕榈树滨海大道上有序通过。然而这种美学想象却

很少涉及教育、医疗、就业等社会内容。为推进美化运动孟买系统清理贫民窟，

迫使贫民们到更远地方寻求居住。“对贫民窟和街道居民来说，不管是通过政治、

法律或者是其他方式，他们被剥夺的公民权都是对那个美好孟买愿景的屈从”②。

看起来有效率、善治政策问题，都有一个为了谁的基本问题③。由此孟买创造出越

来越多的社会空间不平等，也越来越多的感受到城市空间重组带来的政治影响。

圣保罗20世纪下半叶开启边缘城市化模式一开始就具有深刻社会不平等和环境掠

夺性。随着新自由主义全面开启，跨国机构纷纷涌入，圣保罗与域外国家建立愈

加密切联系。一方面，集聚了大量专业化活动和高技能劳动力；另一方面，社会

资源错误配置也异常明显，失业、非正式经济、暴力犯罪，以及显著扩张的贫民

窟等等，数百万边缘社区居民不得不乘坐公共交通前往工作地点，对城市内部流

动性造成灾难性后果。莫斯科集中了俄罗斯大部分优质资源，集中了俄罗斯 80%

以上的金融资本、政治精英和富裕阶层，随着国际金融中心新定位和移民大量流

入，社会分化也更加明显。2000 年起，莫斯科获得了俄罗斯压倒性比例的外国直

接投资，其平均收入一直是其他地区乃至其他地区的数倍，2012 年加入 WTO 之后

更直接受到世界市场的影响，由此出现了一系列的新兴职业和社会阶层，收入分

配差异和基尼系数持续攀升，而新贫人口也在持续增加④。随着国家、城市政府和

私人资本推动了商务区的发展，大多数的莫斯科平民需求越来越难以很好的回应，

隔离都市的色彩越来越突出⑤。 

                                                             
① Steve Graham,Simon Marvin,"Splintering Urbanism:Networked Infrastructures, Technological Mobilities and the 

Urban Condition," Routledge,2001. 
② 杰西·霍曼：《社会转型与人权—以孟买为住房权而斗争为例》，吴小薇（译），载《中山大学法律评论》，

2013 年第 1 期，第 161-199 页。 
③ Binti Singh and D. Parthasarathy, "Civil Society Organization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An Appraisal of 

the Mumbai Experience," Sociological Bulletin ,Vol. 59, No.1,January-April 2010, pp. 92-110 
④ 庄晓惠 侯钧生：《俄罗斯的社会转型与社会阶层分化》，社会，2008 年第 2 期，第 128-149 页。 
⑤ Vladimir Kolossov,John O'Loughlin,"How Moscow is Becoming a Capitalist Mega-c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010, Vol.56(181),pp.4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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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家从从 “ 嵌脱 ” 是还 “根根”于 家从 ？ 

 

核心城市往往国家现代化、工业化的引擎，凭借自身资源禀赋和人力优势率先

启动工业化时，首先吸纳自身腹地的人口、资金、原料进而带动整个地区的发展，

并通过工业化带动城市化 终实现整个国家现代化。然而全球生产网络的模式重

组①和服务业创新根本性改变了工业模式、生产效率和经济竞争力， 大程度的利

用了对各地区比较优势，进而成为全球化扩展的主要动力。由此发展中国家的超

大城市已不具备欧美经典世界城市成长和发展的那种初发条件，必须在全新的国

际环境下成长。萨斯基亚·萨森指出世界城市首先融入的是世界经济而不是自身

腹地，这意味着世界城市更侧重穿透国界实现与远方城市的连接。那么这些金砖

城市依托的制度背景、地方条件，是否对世界城市必须具备的“管理和控制”功

能成长就没有联系呢？事实上，世界城市文献并没有拒绝制度背景和地方条件在

世界城市在进入全球流动空间过程中发挥的作用，战略规划必须处理好全球化深

化所造成的流量扩展和地方历史积累的关系，要求关注当地制度环境和各类非市

场因素。然而理论逻辑和政策实践中世界城市的国家制度背景、本土性等地方条

件只是被视为资本流动的第二因素甚至是被动因素，即类似于资源禀赋的东西，

用来强化地方竞争力的条件。也就是说流动空间（全球化）—城市间竞争—作为

地方反应城市发展战略构成完整的线性因果逻辑机制，而世界城市正是被动的响

应，且在被动响应过程中确立“管理和控制”功能。然而世界城市和国家和地区

的发展并非总是相互依存、互惠和增益，萨斯基亚·萨森曾用“系统中断性”说

明两者内在不一致②，即促进世界城市成长流动要素很可能导致同一国家其他地区

衰败。由此世界城市便演化出自身的逻辑，这种逻辑既脱离国内城市体系也脱离

国家构成的国际体系，自身构成一个体系。既然世界城市体系有着自身逻辑那么

国家在“世界城市”成长中扮演何种角色就需要考察。 

的确世界城市随着全球化深化有了更多自治权能，且通过对国家权力不成比例

的集中和网络构建等诸多方式对国家适度“脱嵌”③，但国家制度框架和区域发展

战略却依然能使城市以特定下运行，譬如纽约、伦敦、东京都是世界城市，却各

有角色差异和国家特性，纽约是金融创新的硅谷；伦敦是 终贸易中心；东京则

是出口原始货币的中心④。由此一座城市是否足以成为世界城市以及成为何种类型

                                                             
① 彼得·迪肯：《全球性转变—重塑 21 世纪的全球经济地图》， 刘卫东等译，商务印书馆 2001 年版，第

180-229 页。 
② 萨斯基亚·萨森：《全球经济中的城市》，载诺南·帕迪森 编 郭爱军 王怡志：《城市研究手册》，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9 年，第 330 页。 
③ 汤伟：《世界城市与全球治理的逻辑构建及其意义》，《世界经济与政治》，2013 年第 6 期，第 97-116 页 
④ Saskia Sassen, 2016. The Global City: Enabling Economic Intermediation and Bearing Its Costs,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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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世界城市，不仅需了解这座城市如何嵌入到世界经济，更需了解国家和城市的

制度关系以及国家在城市发展过程中扮演的角色，即国家化程度。如果将全球化

和国家化纵横划分就看出这五座新兴世界城市相应位置。约翰内斯堡和上海都是

高度全球化的城市，都受到国家战略和政策影响。譬如南非政府主动要求约翰内

斯堡采取更多反应外国投资者利益的新自由主义政策，并和国际组织一道激励市

政放权，释放资本和社会主体活力，然而联邦制下约翰内斯堡仍有更多的自主性，

明确拒绝了国家很多诉求。与此比较，上海国家战略主导色彩浓厚，表面是第三

世界城市能级提升的过程，实质却是中国对世界经济的拥抱和国际体系的融入①。

由此，这并非仅仅经济过程更是政治操作，很大程度是发展总动员的结果。②孟买

也受到印度联邦要求，将自身建设为国际金融中心。为方便吸收外资，印度不但

予以政策松绑，还和世界银行和联合国人居中心组织制定了一系列推进方案③。然

而孟买仍被大都市内部本土性的语言、宗教、地方经济和文化背景所塑造，不同

的利益群体有着不同的发展愿景,特别是主要政党 Shiv Sena 支持内卷化，试图规

避任何外部风险，由此孟买并没有单一的自洽性的城市发展形象。圣保罗一早就

成为连接全球和拉美市场的门户，基础设施、企业生产经营都受到联邦政府帮助，

然而内部仍有着强烈的全球性和地方性两种话语体系的竞争，前者多为地产部门

和传统精英支持，后者则为公民社团、贸易工会、其他行为主体所强调。城市政

府试图调和两种竞争性的话语体系，当内部不平等急剧增加时就对地方性有了更

多关切。由此城市总体规划并没有明确将全球城市作为发展愿景而更多的聚焦社

会经济、人力、环境等新议题。至于莫斯科，尽管在俄罗斯联邦驱动下积极推进

全球化战略，但进展有限，且与俄罗斯国家在财政和资源共享方面形成了显著的

依存关系，由此莫斯科的国家化高于任何一个金砖城市。 

                                                                                                                                                                                   
Community.http://saskiasassen.com/PDFs/publications/Sassen%2C%20City%20%26%20Community%2C%20Th
e%20Global%20City.pdf 

① Fulong Wu, "Globalization, the Changing State, And Local Governance in Shanghai," in Xiangming Chen, 
Zhenhua Zhou, "State Power and Local Transformations in a Global Megac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2009,pp.125-144. 

② 唐海华：《“联邦制”的误用—中国央地关系再审视》，载《文化纵横》2015 年第 3 期，第 70-73 页。 
③ Veronique D.N.Dupont,"The Dream of Delhi as a Global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Vol.35,Issu.3,2011,pp.5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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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1：不同世界城市全球化和国家化的比较 

 

通过比较不难发现金砖城市一方面要成为国家现代化引擎，另一方面也试图通

过战略规划和政策体系升级自己的管理与控制功能，这就要求同时兼有综合性的

多种功能而不仅仅如纽约、伦敦那样专业化服务业的生产空间。比较也发现，金

砖国家尽管中央—地方制度设置（单一制—联邦制）差异很大，然而城市都不同

程度取得国家制度和政策创新支持，譬如积极按照国际制度体系改革国内制度和

标准体系，放松管制、加入 WTO、构建区域自由贸易和投资体系等等，而城市则在

空间层面进行响应，构建了“自由贸易区”、“出口加工区”、“特别娱乐区”、

“中央商务区”等等。这意味着，相较于主要世界城市金砖新兴世界城市更多采

取根植国家而非脱嵌国家路径，当然金砖城市之间也有差异，譬如上海、莫斯科

就要比约翰内斯堡、圣保罗有更多的国家主导色彩。也许可以这样合理的解释，

即世界体系理论发现了国家在世界经济中的等级位置，有着核心—外围—半外围

的功能性的类型划分，然而无政府状态国际体系结构推动着金砖国家为升级自身

的等级位置而不得不推进赶超战略。这些领先型城市是国家核心竞争力量，不得

不在国家强制性的制度压力采取强化竞争力政策措施。与此同时，世界城市体系

又将这些城市置于金字塔状等级制的位置，暗示一些城市是值得追赶的样板，结

果“世界城市”本身也就沦为发展主义的过程，这种发展主义必然表现为专业服

务和低端服务，制造业和高端科技研发同时并存的状态。当然，不同国家本身的

制度设置和本土性政治力量又对上述进程施加了不同程度的干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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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基于基基基塑塑塑塑塑 世发  

 

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需要国家支持说明世界城市发展路径的多样性、复杂性

和动态性，不是简单的全球化—崛起中的全球城市这样的分析框架足以说明①。也

说明任何理论范式都有合理借鉴和参考之处但也不能对所有的城市升级路径开出

“处方”。事实上，弗里德曼、卡斯特尔、萨森等世界城市理论家都认为世界城

市都是特定的文化、经济和政治关系界限内，通过公司、社会组织和国家协同效

应来维持、促进和发展。对各类高级生产要素（人员、货物、信息、知识、货币

和创新创意）管理和控制功能并不产生于空中楼阁，需要国家制度、腹地区域和

城市内部社会性因素诸多支持。也就是说构建世界城市除了国家力量和全球流行

要素融合，还需融合本土性。那么本土性又如何融合呢？世界城市理论恰当说明，

主要世界城市基于先发优势和规则制定权限积累诸多优势，成为了国际金融中心、

贸易中心、航运中心甚至成为国际组织集聚权势中心，同时也将自身许多本土性

规则转换成国际制度体系一部分，譬如负面清单管制模式、城市自治传统、精英

主义文化氛围等等。本土性向全球性转换过程中，纽约、伦敦、巴黎等不仅跨国

公司总部集聚、还因为公民社会高达发达、社会组织互动密集、移民类型众多，

形成时世界主义、精英主义的文化氛围。当然，本土性向全球性的转换也会出现

全球性过度扩张情况， 近大规模跨国房地产投资、城市更新模式和日益增加的

临时精英居民都显示主要世界城市内部出现了一种成功者的全球精英文化正压倒

本土居民日常生活空间，形成了大量的紧张、矛盾和冲突②。 

相比经典世界城市，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除了对国家的根植性，即需要国家

制度和政策创新，也需要地方性社会的支持，关键是这种支持是如何展开的。国

内学者认为主要在地方镶嵌，即流动要素在全球范围内搜寻、布局和选择和地方

差异性的比较优势息息相关，不同地方化的过程、程度、方式及其带来的效应是

不同的。显然，只有流动要素成功地方化实现增殖且保持了可持续，地方镶嵌才

可获得成功，而地方也会在被镶嵌的过程中实现收益进而发展壮大，由此镶嵌是

个复杂的经济社会融合和制度环境塑造的过程③。然而全球化深化，要素流动性越

来越强，不同地方被替代的可能性越来越大，地方为争夺这些优质要素进行持续

的竞赛，这过程中除了以接轨为核心的国际制度创新，地方社会的重要性也日益

重要。地方社会的核心就在于各类非正式制度，新制度经济学揭示了正式制度只

                                                             
① 周振华：《崛起中的全球城市—理论框架及中国模式研究》 上海人民出版社 格式出版社 2008 年版 第 180 页 
② Saskia Sassen,"the Global City:Enabling Economic Intermediation and Bearing Its Costs," http://saskiasassen. 

com/PDFs/publications/Sassen%2C%20City%20%26%20Community%2C%20The%20Global%20City.pdf 
③ 李健：《全球生产网络与大都市区生产空间组织》，科学出版社 2011 年版，第 61-62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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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与非正式制度相容才能发挥作用，也就是说非正式制度决定了正式制度的“接

轨”成功的可能性和成功的程度。 

金砖国家普遍历史悠久、人文传统深厚，不同种族、种姓、部落、阶层、不宗

教和价值观杂居共处，格局错综复杂、非正式制度异常丰富。这种非正式制度足

以左右、扭曲抑或推进全球流动要素地方镶嵌的程度。尽管金砖国家在国际人权

机制和民主化浪潮的压力下已经或者试图废除正式排斥性制度，譬如约翰内斯堡

的种族隔离、印度的种姓制度、上海的户籍管理、圣保罗的种族歧视，然而这些

制度仍沿着原先制度设定路线在演化，也就是说非正式制度可使正式制度努力归

于无效，譬如约翰内斯堡仍是隔离城市，大多数黑人境遇并未得到实质性改善；

而孟买城市内部仍存在各类歧视性社会情绪和心态，某些政党还试图将外邦人逐

出孟买①，内部宗教矛盾也异常尖锐；上海市民和外来流动人员之间依然有着实质

性的权利差异；莫斯科居住了大量来自苏联加盟共和国的移民，却遭受排外主义。

此外，中国、印度、约翰内斯堡还普遍处于城市化进程中，这种城市化向上海、

孟买、约翰内斯堡输入了大量低技能移民，而圣保罗和莫斯科也依然持续不断大

量吸引国内外移民。移民一方面是持续经济增长和社会治理的需要，另一方面却

又未为他们的生产生活承担正式制度成本，包括住房、医疗教育社会保障等等，

由此只能容忍他们占据未获批准的土地，从非正式渠道获取必要的社会支持。这

样非正式制度就成为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和国际制度体系接轨组成部分。从文

化内容上看，移民带来大量国内其他地区的本土性文化，并与城市精英追求的世

界主义美学构成某种反差、混合、和紧张，一方面形成城市内部文化马赛克另一

方面也为世界城市普遍追求的文化创新创意提供了可能。 

通过全球流动要素对地方社会的镶嵌，以及非正式内容对这种镶嵌的巨大支撑

就不难发现约翰内斯堡、上海、孟买、圣保罗、莫斯科追求顶级国际威望和抱负

的战略规划与本土性产生紧张和冲突。这种植入性战略规划可能高估全球层面的

主体、制度、机构即全球流动要素能量而低估了国家调节作用和城市内部以非正

式制度为主要内容的本土性，然而这种本土性恰恰对这些城市能否进入全球网络、

以何种方式进入、进入到什么程度，以及在网络中居于何种位置有着战略影响力。

事实上，重视本土性中的非正式内容从中 大程度汲取力量，已成为一些世界城

市成功崛起不可或缺的要件，东京和首尔作为世界城市很大程度是政府官僚和跨

国公司相互缠绕和共同推动的结果。世界性影响也主要通过本国的制造业跨国企

业、企业管理精英与执政官僚的非正式联系。遗憾的是，目前的世界城市理论似

乎故意忽视了东京、首尔和纽约、伦敦本质性区别，过度聚焦于生产性服务业，

也忽视工业制造业领域的跨国公司，反映了国际自由主义精英核心利益和意识形

                                                             
① Ananya Roy. Slumdog Cities: Rethinking Subaltern Urb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5(2): 223–23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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态。必须明确的是，追求与纽约、伦敦相比肩的国际威望与抱负已成为金砖国家

新兴世界城市主要目标，必须详尽反思这种战略政策和政策体系对本土发展的意

义，如果过多牺牲本土性或者地方社会甚至通过国家力量对资源的相对集中牺牲

国家的工业化而追求全球性那么这种“世界城市”是否值得追求仍然是一个重大

的价值判断。 

 

 

五、 和结结 结结 

 

全球化使金砖国家城市嵌入世界城市体系，承担了区域经济发展的枢纽型功能，

成为全球-地方关联的门户城市。随着经济实力的发展、产业结构的升级和城市化

的推进，尤其世界市场体系的扩展，这些枢纽型城市的地位和作用有所提高。约

翰内斯堡、上海，孟买、圣保罗和莫斯科，各有差异和特点，也并没有都明确提

出世界城市的战略规划，然而全球化塑造下都共同性地树立起以提升管理与控制

功能为目标的发展规划。在此可以看到要素流动性的增强带来的竞争力竞标赛对

城市发展规划的影响，也可以看到这些国家和城市在世界城市体系中试图获得更

高地位和更高管控能力的发展愿景。 

但与自然具有先发优势的世界城市不同，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构想，很大程

度上是一种从外到内植入的发展规划，表现为全球化推动下政府主动的政策设计

和建设营造，是一种规划出来的世界城市①。尽管程度不一，内部也存在或大或小

的反对声音，金砖国家城市仍将纽约、伦敦、东京等经典形象移植为自身发展目

标说明这种关于“成功”的想象，框定了城市治理的国家和地方机构关于如何走

向世界的话语和行为，也催生了在规模和心理上都可引发关注一系列大事件和高

端项目，譬如约翰内斯堡和莫斯科的世界杯、上海的世博会、孟买海滨项目、圣

保罗贫民窟旅游等等，成为激励增长的主要机制。然而这种战略规划以及发展愿

景带来巨大挑战：第一，日益深化的全球化创造出的少量财富精英阶层和大量作

为产业链低端的劳动者同时并存，加剧了城市内部分化、加剧了这些城市原本就

存在的深刻不平等。第二，世界城市战略去工业化的产业结构升级和国家的工业

化和经济结构转型难以有机匹配，从而使政策植入的城市战略和首位城市作为国

家城市化和经济转型“引擎”的内在张力日益加剧。第三，金砖国家有着不同的

文化传统和制度背景，其路径依赖和作为世界城市所指向的资本主义城市运行模

式产生内在冲突，不少新兴世界城市无论城市景观还是制度规则都更加地“纽约

化”，社会生活也更加美国化和“麦当劳化”，从而往往对保持文化传统的独特
                                                             
① 彼得·纽曼，安迪·索恩利：《规划世界城市—全球化与城市政治》，上海人民出版社，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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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和本地化构成挑战。 

金砖国家通过移植政策体系，正在形成一种断裂性的世界城市、分化的世界城

市、早熟的世界城市、受控的世界城市、缺乏根植性的世界城市，加剧城市发展

原本就存在的各种问题，造成“水土不服”。这种“水土不服”要求相关国家和

城市政府不仅要重视“世界城市”政策植入，同时需要更审慎的政策设计实现发

展平衡，兼容投资者和城市贫民的双重需求，包括维护不同利益主体特别是贫困

人口和弱势群体的社会福利、重视劳动者的权利保障，重视协调全球城市发展和

国内劳动力市场的平衡，以及重视城市传统保护和城市创新的平衡、重视国际制

度规则体系和城市固有积淀的协调平衡，尤其重视发挥巨型城市工业化引擎作用。

这一切必然使得金砖国家领先城市难以成为一个纯粹的植入式的世界城市发展过

程，而必须更多基于包括国家制度基础、历史传统和丰富非正式内容的本土性，

在对接全球化、协调国家区域发展、有效提升城市能级的同时维护城市内在整合。

也许正如国外学者一再指出的，废除世界城市路径而回归到基于本土的普通城市

或许才是更有意义城市发展进程①。即使确实需要以规划管控全球化为核心功能的

世界城市也需要意识到世界城市成长路径并不是标准化的而存在多种路径的可能

性，而这些不同的路径经常和不同的行为主体、机构，以不同的位置、不同的时

间和不同的方式呈现出来。 

 

 

致谢： 

本文是国家社科基金一般项目“金砖国家新兴世界城市比较研究”（17BGJ065）

的阶段性成果。 

 

                                                             
① Jennifer Robinson. Global and World Cities: a View from Off the Map.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Vol.26: 531-55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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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省市外向型国资集团在中国对外援助中的作用（提纲） 

 

上海外国语大学  

张鹏 

 

  在中国新一轮党和国家机构改革中，国家国际发展合作署的成立，标志着中国

对外援助工作进入全新阶段。1根据《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新组建国家国

际发展合作署的职权，主要是将商务部对外援助有关职责和外交部对外援助协调

等职责整合。国家国际发展合作署是中国国务院直属机构，其具体职责是，拟订

对外援助战略方针、规划、政策，统筹协调援外重大问题并提出建议，推进援外

方式改革，编制对外援助方案和计划，确定对外援助项目并监督评估实施情况等。 

 

  在中国对外援助工作的序列中，地方省市的力量值得予以关注。除科教文卫等

“人文交流型”外援工作中的不少部分会由省市予以具体承担外，特别值得注意

的是在经贸领域，中国地方政府主导的不少省市级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IETCCs）

或同类性质的国资集团在中国外援工作中的作用。该类企业多承担的大量“国家

任务”和因改革开放而获得的范围扩大的自主经营权限，使地方省市参与国家对

外关系的权重加大，在中央授权、委托，以及自主开展国际获得并获得中央默认

的基础上，中国省市依靠所主导的此类外向型国资集团，在一些国际经贸领域承

担了事实上的“外交角色”（Diplomatic Role）。通过这些外向型国资集团，中国

省市深度介入到中国对外援助工作的各个环节，从海外工程承包到国际劳务合作，从 

对外援助成套项目施工任务到与中央政府配合实施海外领事保护业务等等，不一

而足。 

 

  为进一步说明此类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的面貌，本文整理了部分省市的外向

型国资集团的情况： 

 

表：中国部分省市的国际经济技术合作国资集团（公司）情况 

序号 名称 隶属关系 成立时间 备注 

1 中国江苏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

有限公司 

江苏省 1980 年 12 月  

                                               
1 2018 年 4 月 18 日，中华人民共和国国家国际发展合作署正式挂牌成立，首任主任为王晓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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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国山东对外经济技术合作集团

有限公司 

山东省 1984 年 12 月  

3 中国江西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

公司 

江西省 1983 年  

4 中国广西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广西壮族

自治区 

1985 年  

5 中国云南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云南省 1984 年 3 月  

6 中国甘肃国际经济技术合作总公

司 

甘肃省 1984 年 10 月  

7 中国黑龙江国际经济技术合作公

司 

黑龙江省 1981 年 3 月  

8 中国天津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

公司 

天津市 1982 年 直辖市 

9 湖北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湖北省 2015 年  

10 浙江国际经济合作有限公司 浙江省 1983 年 12 月  

11 中国沈阳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

公司 

沈阳市 1984 年 副省级市 

省会城市 

12 中国广州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广州市 1986 年 副省级市 

省会城市 

13 成都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

公司 

成都市 2000 年 10 月 副省级市 

省会城市 

14 中国大连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

有限公司 

大连市 1984 年 副省级市 

15 中国青岛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青岛市 1990 年 副省级市 

16 太原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山西省 

太原市 

1985 年 省会城市 

17 中国镇江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

公司 

江苏省 

镇江市 

1988 年 地级市 

18 中国绍兴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

公司 

浙江省 

绍兴市 

1994 年 地级市 

19 威海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

公司 

山东省 

威海市 

1989 年 1 月 地级市 

20 无锡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江苏省 

无锡市 

1994 年 地级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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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淄博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 山东省 

淄博市 

1993 年 地级市 

22 十堰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湖北省 

十堰市 

1997 年 地级市 

23 漳州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 福建省 

漳州市 

1988 年 地级市 

24 青岛经济技术开发区国际经济技

术合作有限公司 

青岛市经

济开发区 

2004 年 经济开发

区 

制表说明：作者自行整理 

 

通过以上表格内容并结合相关资料，我们至少可以总结出关于省市外向型国资

集团在以下几个方面的特点： 

首先，中国省市所属的国际经济技术合作国资集团（公司）层级多样性，决定

了省市在外援工作中的不同地位。这个“层级”是指省属国资企业或市属国资企

业。理解这种“层级”尤为需要理解中国省市的行政层级，以“市”为例，中国

有直辖市、副省级市、地级市和县级市等不同“级别”的城市。其中，直辖市是

北京、上海、天津和重庆四市；副省级城市则有十五个（其中十个为省会城市，

五个为非省会计划单列市，详细情况课参考附表 1），这十五个城市拥有省一级的

经济社会管理权限；此外还有近三百个普通地级市，以及三百多个县级市。在这

些城市内，还有为数众多的各类国家级开发区（参见附表 2）。一致的是，这些“市”

都在运营国有资产，表格中所列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都是相应省或市所属的国

有企业。不过，在企业规模上，因为“市”的体量大小不同，这些企业的规模也

不同，实际上这也是决定省市能够进行多大规模外援任务的标尺。另外值得一提

的是，中国的县级市一般不独立运营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地级市以上的

国际经济技术合作有限公司会在县级市设立分公司。 

其次，中国省市外向型国资集团在完成中央交办任务的同时，通过主动作为而

成为省市深度参与国际分工的抓手。在中国对外援助工作中，省市明确承担着中

央交办的援外任务。如 2014 年 10 月 21 日，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发布的《对外

援助管理办法（暂行）》第 5条中明确指出“各省级商务主管部门协助商务部处理

对外援助管理事务”。在长期的对外援助实践中，中国省市将国内“对口援助”的

方式也推广到了海外，特别是一些中国经济发达的省市长期和固定的某个或某几

个第三世界国家“结对子”的现象，在中国的对外援助实践中效果显著。同时，

省市外向型国际集团通过完成中央交办援外任务，一方面进一步了解了受援国情

况，另一方面也拓宽了国际视野，通过企业运作的方式，进一步深度参与国际经

济分工。进入新世纪已来，中国省市所属外向型国资集团主动出击，大胆尝试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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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经营的情况也十分突出。这就使得中国省市和中央“协力”处理对外关系的案

例越来越多，例如在 2017 年初中国江苏籍货轮被扣押在印度港口时，江苏省就调

用了省属国资集团在海外的资源参与处理滞留海外船员回国等涉及领事保护的业

务，能够开展这项工作的基础就是省属外向型国资集团在进入新世纪以来主动扩

大海外经营范围，形成重点地区布局。 

第三，中国省市所属的外向型国资集团的成长与中国改革开放事业紧密联系，

对外援的参与程度正在不断深化。从表中“成立时间”一栏我们可以发现，所有

的省市所属外向型国资集团几乎全部是改革开放后成立的。不少此类公司的官方

介绍上都以改革开放后，当时的中国外经贸部对设立企业的批文情况，作为公司

发展的起点。如中国江苏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简称“中江集团”）就

是这样介绍自己的“来历”的：“1980 年 12 月，国务院办公厅（80）国办函字第

112 号文，批准成立中国江苏国际经济技术合作公司。当年获得外经贸部授予的对

外经营权，是全国最早被批准拥有此项经营资格的8家综合性国营外经企业之一”。
2进入新世纪，这些企业经历了国有资产管理体制改革，有一些因为所在省市的国

有资产重组等成为国资集团子公司而降低了独立性，但基本都有所发展，不少企

业在全球国际经济技术合作领域具有很高的影响力，不仅业务遍布世界各地，其

所经营的一些项目甚至富有地区或全球战略内涵。仍以中江集团为例，2017 年 5

月，由其牵头成立了“江苏海外合作投资有限公司“，负责中阿（联酋）产能示

范园投资开发和运营管理。类似的有天津泰达集团3通过成立”中非泰达投资股份

有限公司“建设埃及苏伊士运河经贸合作区项目。 

 

  综上所述，中国省市外向型国资集团在中国对外援助中的作用，根据这些集团

的规模、类型、业务经营范围和中央授权、委托机制下的具体安排，形成了多层

次的网状结构。改革开放以来，这些外向型国资集团的发展壮大和主动作为，提

高了省市参与中国对外关系的层次和领域，也增强了省市在某些情况下扮演“外

交角色“的话语权。当然，不能否认的是，对当今世界而言，国际关系的行为主

体是主权国家，以省市为代表的各级地方是存在于主权国家内的政治单位，地方

部门必须通过一国中央政府才能产生对外联系，从而作为对外关系的”有限参与

行为体”，而不是也不能直接跳过中央政府搞“越顶外交”。国家国际发展合作署

的成立，将更加规范省市外向型国资集团与中国对外援助的关系。 

 

 

                                               
2 中国江苏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官方网站：http://www.zjgj.com/cn/view.asp?id=38&class=24 

检索时间：2018 年 4 月 30 日。 
3 天津泰达集团是经天津市委、市政府批准，按照现代企业制度组建的综合性、多功能的大型国资企业集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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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附表 1 改革开放以来中国计划单列市设立、取消和简况表* 

序号 计划单列市 起始时间 取消计划单

列身份时间

2016年城市常

住人口** 

2016 年国内生

产总值（GDP）总

量*** 

1 重庆 1983-02-08 1997-03-14 3048.43 万人 17558.76 亿元 

2 武汉 1984-05-21 1994-02-25 1076.62 万人 11921.61 亿元 

3 沈阳 1984-07-11 1994-02-25 829.10 万人 7280.50 亿 元

（2015 年） 

4 大连 1984-07-13 -- 698.60 万人 7731.60 亿 元

（2015 年） 

5 广州 1984-10-05 1994-02-25 1404.35 万人 19610.94 亿元 

6 哈尔滨 1984-10-05 1994-02-25 970.01 万人 6101.60 亿元 

7 西安 1984-10-05 1994-02-25 883.21 万人 6257.18 亿元 

8 青岛 1986-10-15 -- 920.40 万人 10011.29 亿元 

9 宁波 1987-02-24 -- 785.00 万人 8541.10 亿元 

10 厦门 1988-04-18 -- 392.00 万人 3784.25 亿元 

11 深圳 1988-10-03 -- 1164.36 万人 19492.60 亿元 

12 长春 1989-02-11 1994-02-25 752.62 万人 5928.50 亿元 

13 成都 1989-02-11 1994-02-25 1591.80 万人 12170.20 亿元 

14 南京 1989-02-11 1994-02-25 827.00 万人 10503.02 亿元 

15 杭州 -- 1994-02-25

明确为副省

级城市 

910.30 万人 11050.49 亿元 

16 济南 -- 1994-02-25

明确为副省

级城市 

723.31 万人 6536.10 亿元 

制表说明：本表为作者自行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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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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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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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海

市 

国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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岸 

上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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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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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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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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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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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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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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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海

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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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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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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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션 2

한중관계

韩中建交25周年回顾与未来议题

李敃窥 (首尔研究院)

探寻中韩关系的自主性

李开盛（上海社会科学院）





韩中建交25周年回顾与未来议题 

首尔研究院  

李敃窥 

 

 

1. 总体评价 

○ 优先发展经济合作的政策（“求同”)与战略性回避政治·外交·安全领域

（“存异”）问题,已形成 “经热政冷”的局面。 

- 虽然已存在包括首脑会谈在内的两国政府间多种沟通形式（双边与多边

等），但未能达成实质性的政治信任 

 

○ 从21世纪初起发生的诸多事件让韩中两国认识到有必要对韩中关系进行再思

考,但是却出现了“沉浸在希望之中”的迹象，且仅有”亡羊补牢”式的应

对方法。即包括萨德部署问题在内的理念、政治、战略性事件不断发出可能

发生冲突的警告，但是仍未制定出包括“危机管理”在内的具体方案。 

 

○ 由于民族主义情绪等多种原因，两国间历史与文化共性并没有成为合作的催

化剂，而是成为了两国间矛盾的诱发因素 

- 以中国国内“韩流”与韩国国内“汉语热”为代表的社会·文化领域的交

流成果也未能在改善两国国民的彼此形象认知方面起到很大作用 

- 虽然在政治·外交·安全领域发生纠纷时，提出了加强社会文化领域交流

的应对方案，但是有必要将强化社会文化领域交流与政治·外交·安全领

域交流区分开来 

 

○ 由于中国开始利用经济力量以追求政治外交目的，所以政经分离较为困难 

- 经济领域的相互依赖关系并没有使政治外交关系得到强化 

 

○ 在中韩双边关系走向稳定健康发展之前，中美间的权力转移与朝核问题等外

部构造与变数不仅使两国关系变得脆弱，还使两国关系成为了中美关系的从

属变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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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政府间各种交流与实质性信赖关系建立失败 

 

中韩两国关系经历了“友好合作关系（1992年），”“面向21世纪的合作伙伴

关系（1998年）”，“全面合作伙伴关系（2003年）”，“战略合作伙伴关系

（2008年）”，“战略合作伙伴关系的全面深化（2013年）”，2017年发展为

“实质性的战略合作伙伴关系” 

截至2015年，韩中两国不断增加高层间各种交流，但是2016年发生的两起事件

让两国认识到两国间并未建立起政治信赖关系。更为重要的是，这一问题在2000

年天安舰沉没与炮击延坪岛事件时就已显露，但并未得到改善。 

 

政府间各种交流现状（以2015年末为基准） 

○ 高层会谈（总统、总理）：约35次 

- 金泳三政府期间5次 →李明博政府期间增加至11次 

○ 议会与政党间交流：约121次 

- 金泳三政府期间14次→李明博政府期间增加至46次 

- 韩中议员亲善协会（1992年），中韩议员亲善协会（1993年）成立 

- 签署定期交流合作议定书（2006年） 

○ 国防领域交流：约44次 

- 金大中政府期间7次→朴槿惠政府期间增加至16次 

- 韩国韩军巡航训练部队停靠香港（1998年）；舰长首次访华（2001年） 

- 中国舰长首次访韩（2002年）；韩国空军运输机首次访华（2002年）；中

国空军运输机首次访韩（2003年）；进行搜救演习（2005-2011年） 

 

实质性信赖关系建立失败 

在韩国对中国外交中，朝鲜问题与经济合作问题一样，是韩国最需考量且重视

的领域 

○ 事例1）天安舰沉没事件与炮击延坪岛事件发生时中国的反应 

 

○ 事例2）第四次朝鲜核试验与中韩首脑间热线未接通 

2015-2016年中韩关系状况 

- - 被评为史上最佳的友好关系 

- 2015年9月3日朴槿惠总统参加“抗日战争与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

纪念活动（在30个国家首脑中，唯一一个与习近平主席单独进行午餐，并

进行了100分钟的单独会面） 

东北亚局势的变化与地方政府外交角色 2018.5.3156



热线未接通 

- 2007年5月卢武铉政府时期与中国商定开通军事热线，并于2015年12月31

日开通 

- - 朝鲜第四次核试验（2016年1月6日） 

- →朴槿惠总统致电中国国家主席习近平，但习主席并未接听，朴槿惠总统

反复致电习主席直至1月11日，而仍没有应答 

- - 与之相反的是，1月7日上午朴总统与美国总统奥巴马进行了20余分钟的

电话连线，下午与日本首相安倍晋三进行了15分钟的电话连线，对推进高

强度的对朝制裁等紧密的应对方案进行了探讨。 

 

○ 事例3）萨德部署问题与政府间官方沟通渠道不畅通 

- - 2016年7月正式宣布部署萨德系统之后，直至2017年2月部分沟通渠道重

新开通之前，两国政府间的大部分官方渠道被关闭 

- - 约有7个军事交流日程由中国的单方面取消而中断 

- - 产生对中国“议员外交”的以夷制夷战术的争议（自2016年8月至2017

年1月，共有议员团访中3次；17名议员中仅有1名外交通商委员会议员，

没有国防委员会的议员） 

 

 

3. 社会文化交流扩大的过程中矛盾加深 

 

社会文化交流与经济领域的交流一样，一直以来被认为是韩中两国合作关系中

具有代表性的成果，且可以使两国关系进一步强化。尤其是当两国关系恶化时，

两者被认为是可以改善两国关系的方案。但实际上从21世纪初开始，这两个领域

的矛盾便显现出来，对两国关系改善产生了负面影响。 

 

社会文化交流的扩大 

○ 中韩两国间主要协定 

- - 1994年签署“文化合作相关协定”与成立“中韩文化共同委员会” 

- - 1994年签署“大韩民国政府与中华人民共和国政府间文化合作相关协定” 

- - 2013年形成“韩中人文交流共同委员会”制度 

- - 2015年发布“中韩人文交流委员会交流合作项目清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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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游客访韩趋势 

- 在访韩美国人、日本人、中国人游客中，2005年至2012年间日本游客最多，

但从2010年开始中国游客比重迅速增加，从2013年开始占比最大 

- 从2005年的71万人增加至2015年的598万人 

- 比重 - 35.5%(2013年); 43.1%(2014年); 45.2%(2015年) 

 

○ 韩国游客访华趋势 

- 访华韩国游客从2005年的355万人增加至2016年的476万人 

 

理念与文化方面的矛盾频发与增加：中韩矛盾的始发点 

从2004年“东北工程”事件开始，两国间文化历史方面的矛盾便不断发生，大

部分矛盾则以未解决的状况遗留下来 

民族主义情绪使得历史与文化共性成为了两国关系发展的阻碍，两国国民都试

图从相似性中找出不同（固有的身份认同） 

 

<表1> 韩中间主要社会文化矛盾事例 

事件 主要矛盾事例 

2004년 - 东北工程 

2005년 - 江陵端午祭申遗 

2006년 - 东北工程 

2007년 
- (长春亚洲冬季运动会颁奖典礼) 韩国女子短道速滑选手的

“白头山是我们的土地”表现 

2008년 

- 孔子是韩国人的有关舌战 

- 北京奥运会圣火传递暴力态势 

- SBS 北京奥运会开幕式彩排事前报道 

2010년 - 高科技信息机器韩文字盘国际标准化争议 

2011년 - 阿里郎被记载为中国国家无形文化遗产  

2016년 
- 在韩台湾偶像歌手挥舞“青天白日旗”事件 

- KBS 电视剧“武林学校”中将人民币烧毁的场面  

出处：成均中国研究所编制，《韩中建交25周年史》，成均馆大学出版社，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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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经济报复与社会文化领域（包括经济）交流的负面影响 

中国正式开始将经济力量作为其达成特定政治外交目的工具。 

“为经济发展营造和平的外部环境” →“为营造有利的外部环境而使用经济

力量” 

最近10年中国不分事件的的性质（刚性、柔性），也不管对方国家的经济力量

（是否为OECD国家），而实施经济报复措施 

 

<表2> 近10年中国对国际纠纷实行的经济报复代表性事例 

年份 对象国 OCED 会员国 事件 事件的性质

2008年 法国 0 会见达赖喇嘛 柔性 

2010年 日本 0 在钓鱼岛海域上截获中国渔船 刚性 

2010年 挪威 0 刘晓波获诺贝尔和平奖 柔性 

2012年 日本 0 日本钓鱼台列屿国有化  刚性 

2016年 台湾 X 蔡英文当选台湾领导人  柔性 

2016年 蒙古 X 会见达赖喇嘛 柔性 

2016年 菲律宾 X 南海领土争端 刚性 

 

 

○ 萨德部署事件之后韩中社会文化交流现状 

宣布部署萨德之后中国访韩游客趋势 

- 从2016年7月91.8万人跌至2017年6月25.5万人 

- 2017年3月（正式部署萨德、2台萨德发射台运至乌山基地）开始，游客增

长率呈同比下降态势 

   → 3月（-40）；4月（-66.6）；5月（-64.1）；6月（-66.4） 

   → 2018年3月恢复至40万人（来源：韩国旅游发展局） 

- 2017年3月开始禁止去往韩国的团体旅游 

- 与中国对其他国家的禁止旅游模式相似 

- 北京、山东地区：从2017年3月开始实施 

- 武汉、重庆地区：从2018年5月开始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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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国的经济报复与韩国人对中国形象认知的恶化 

 

萨德部署问题与中国的经济报复使韩国人对中国的形象认知急剧恶化 

- 2004年前后，中国开始将公共外交作为国家战略进行推进 

- 韩中民间交流；对中国经济发展可能性的期待；中国作为6方会谈主席国所

体现的领导力等要素构成的韩国人对中国的正面形象认知瞬间倒塌 

- 2002年孝顺与美善的美军装甲车死亡事件发生的情况下，韩国人对美国的

正面形象认知还维持在50%的水平，与之相比，可见韩国人对中国形象认

知的多变性与脆弱性 

 

<图1> 韩国人对美国、对中国正面形象认知变化趋势 

来源: Pew Research Center  

 

 

5. 未来议题：问题探讨 

 

韩中两国政府间实质性政治信赖关系的建立与战略·理念·感情问题管理方案 

- 韩中两国政府间交流的定期化 

- 建立危机管理体制 

- 改善两国国民的彼此形象认知 

 

2002 2003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2015 2017

美国 52 46 58 70 78 79 78 82 84 75

中国 66 52 48 41 38 46 56 61 34

日本 25 47 22 22 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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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寻中韩关系的自主性 

上海社会科学院 

李开盛 

 

 

所谓自主性（autonomy），简而言之，即按照自己意愿行事的能力。对国家间关

系来说，自主性即意味着当事国按照彼此之间利益（或观念、情感等）来发展关

系、而不是被第三方变量所左右的能力。在相互联系、相互依存日益紧密的时代，

任何双边关系都会受到第三方因素的影响，具有完全自主性的双边关系是不存在

的。即使是像中俄这样的大国间关系，也常常受到美国变量的影响。美国对中俄

的战略挤压，很大程度上促成了中俄形成全面战略协作关系。但是，一对双边关

系自主性越强，其地位就往往越重要。例如，中国之所以在相当长时期内把对美

关系看成是重中之重，就是因为中国与其他国家的关系往往都要受到美国因素的

影响，而中美关系的发展则主要受双边因素（如中国国力的增长、美国对华战略

疑虑增加）的影响。相应地，自主性强的双边关系也意味着双方更有可能实现自

主管理，而不是受第三方因素所左右。因此，自主性是双边关系实现稳定的一个

重要前提（但不是充分条件，因为即使自主性强也可能因彼此间敌意导致关系不

稳定），要实现双边关系的稳定，提升自主性就是一个重要路径。以此观点为参照，

会发现中韩关系虽然发展很快，但近年来暴露出自主性欠缺的“原形”，在一段时

期内呈现出“漂流”状态。文在寅执政以来，双方关系趋于回暖，但缺乏自主性

的根源仍在，如何增强中韩关系的自主性、促进两国关系持久稳定与发展，仍然

是一项艰巨的课题。 

 

 

一．“漂流”中的中韩关系 

 
中韩自建交以来发展迅速，在政治、经济和人文交流等方面都有重要的进展。

但最近几年来，双边关系却呈现出一种急剧波动、欠稳定的“漂流”态势。这种

转变是从李明博时期开始的，由于受天安舰事件等因素的影响，双边关系开始转

冷。朴槿惠上台后，中韩关系迅速升温，一度被称为“心心相印”的关系。但随

着朝核事态的恶化，特别是韩国决定部署萨德系统，双边关系急剧降温，甚至有

冰冻的态势。朴槿惠遭弹劾、文在寅上台后，中韩关系才趋于缓和。 
这种欠稳定的“漂流”背后，其实就是中韩关系自主性不够的问题。这段时期

以来，中韩关系受到两个重大政治安全问题的强大引力的影响，其自主性呈微弱



之势。其一是朝核问题，由于金正恩执政朝鲜以后，在朝核问题上一反其父的谨

慎态度，多次进行核试验与导弹试验，让韩国危机感与日俱增。在这种情况下，

中国的朝核政策被韩国视为评价中韩关系、决定对华政策的重要标杆，当它认为

中国在朝核问题上尽力的时候，韩国就对华友好。而当它认为中国没有履行自己

的“责任”时候，就对华冷淡。其二是中美关系，由于美国自奥巴马上台后开始

对华推行战略遏制政策，特别是把韩国等亚洲盟国当作其牵制中国的“排头兵”，

韩国就或主动或被动地进入美国对华政策轨道。在这种情况下，中韩关系也日益

丧失自主性，成为围绕中美关系这一强大“行星”运转的“小行星”。 
这两方面的因素也能够说明为什么中韩关系的欠稳定“漂流”状态比较集中地

出现在李明博和朴槿惠时期，因为在这一时期，这两个因素出现了集中爆发的态

势，朝鲜急速发展核武器与奥巴马利用韩国牵制中国两者重叠出现，所以导致中

韩关系出现急剧震荡，自主性大大下降。2017 年初特朗普上台后，美国以韩制中

的考虑暂时蛰伏，而 2018 年初后朝鲜在国际制裁的压力下主动放缓姿态，通过参

加平昌冬奥会开启了半岛缓和进程。在这种情况下，“漂流”的中韩关系才得以

稳定下来，自主性的问题也不再那么突出。 
但这并不意味着中韩关系自主性缺失的问题得到了解决。从根本上，中韩关系

之所以很容易受到朝核问题与美国因素的影响，归根到底还是中韩虽然近为邻国，

但共同政治安全利益仍然薄弱，不足以维系一个稳定的双边关系并保持其足够的

自主性。从根源上看，这一状况是因为一系列的地缘政治历史与现实：古代中朝

朝贡体系留下的复杂遗产、朝鲜半岛的分裂状态与中朝特殊关系、韩国属于美国

亚洲同盟体系的一员等等。 
从主观认识看，中韩关系自主性的薄弱也与两国对经贸关系的错误定位有关。

在中国眼中，经贸关系常常被视为双边关系的“压舱石”，而韩国也一直满足于

“安全靠美国、经济靠中国”的状况。这种认识使得两国在较长时期内都强调发

展经贸关系，而忽视了共同政治安全利益的挖掘与构建。在国际关系理论中，有

所谓新功能主义主张“外溢”之说，即认为经济领域的合作可以导致政治安全领

域中合作水平的提升。这些理论与主张并非没有道理，一般而言，当两个国家间

经贸关系日益密切时，也会对政治安全关系的发展产生积极的推动。而一旦政治

安全关系发生变动，如果两国间存在扎实的经贸关系，后者多多少少也会起到缓

冲的作用。 
但是，国际政治中的根本逻辑仍然是现实主义式的“政治决定经济”，而不是

自由主义式的“经济影响政治”。许多双边关系的事实也说明，当两国间的政治

安全关系出现重大变动时，经贸关系有时不但不能成为缓冲器，反而可能被当作

牺牲品。例如，当前中美之间的贸易战，以及美国对中国高科技行业发起的打击

战，表面上看是利益之争，但背后是美国认定中国为将取代其霸主地位的头号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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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竞争对手这一政治逻辑。中韩关系亦是如此，当两国关系因为韩国同意美军部

署萨德导弹系统而陷入危机状态时，韩企乐天以及中国人的对韩旅游就受到极大

的冲击。 
因此，中韩关系的自主性仍然必须在政治安全领域去探索，有赖于去挖掘和建

构更多的共同政治安全利益。考虑到中韩关系不但对于两国有着特殊的价值，而

且在未来半岛局势走向甚至整个东北亚安全格局方面有其重要性，探索更多的自

主性应该提上双方领导层的议事日程。 
 
 

二．地区安全机制与中韩关系的自主性建构 

 
如前所述，要确立中韩关系在政治安全领域的自主性，就应该在这一领域发现

并确立尽可能多的中韩两国的重大共同利益。但如何界定“重大共同利益”呢？

首先，这种利益应该得到双方的共同重视，并因此而期望进一步发展双边关系。

其次，所谓重大是比较意义上的，即这些共同利益受到其他因素冲击，也不会受

到这些因素的左右，至少是不会被完全牺牲，能够在绝大多数情况下保持作为双

边关系的“纽带”角色。最后，从增进双边关系“自主性”的角度出发，这一共

同利益最好具有积极的“外溢”效果，或是成为推动其他安全问题解决的前提与

路径。 
但正如前述，在政治安全领域，中韩的显性共同利益不多。唯一较重大的是实

现半岛的无核化，双方都面对朝鲜拥核导致的地区安全挑战。但双方对这一利益

的感知程度还是稍有区别：韩国总体上视此为生死攸关的利益，但一些人也曾有

视朝核为“民族共同资产”的想法；中国强调无核化目标，但也不愿意看到朝鲜

政权垮台导致生战生乱。另外一个微妙区别是：中国强调的是“半岛无核化”，

而韩国强调的是“朝鲜无核化”。在实现这一目标的手段上，韩国的进步派政府

与中国有接近的立场，但保守派政府则时有重要分歧，朴槿惠执政后期就是如此。

因此，总体评估看，朝核问题对中韩关系是一把双刃剑，如果双方认知一致则可

能成为共同安全利益所在，如果双方政策有差则可能成为重大分歧来源。 
对日历史问题或许是中韩共同的政治安全利益，但此利益还不足以支持中韩关

系的自主性。原因：第一，历史议题毕竟非现实议题，尽管它能牵动民族主义情

绪，但在实际的现实安全考虑中不可能占有很大的比重。第二，该议题的重要性

取决于日本在历史问题上的行为，中韩只能被动“等待”。日本越开倒车，中韩

越有可能站到一起。但如果日本在此问题上保持慎重态度，中韩也就没有文章可

做。显然，要提升中韩关系的自主性，靠这样的“等待”是不行的。第三，实现

这一共同利益的负面代价不小。对内是民族主义情绪的上升，对外是中韩与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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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的对立，这可能促长地区分裂，不利东北亚的和平与稳定。 
所以，要强调中韩关系的自主性，就需要发现新的中韩共同重大政治安全利益，

笔者以为，这一利益就是推动建立地区安全合作机制。其中的根本原因就是，建

立地区安全合作机制符合中韩根本安全利益。对中国来说，目前最重要的挑战之

一就是如何处理好与中美在东亚共存的问题。要把美国排挤出去并建立自己主导

的地区安全主导体系是不可能的，即使实现也会代价极大。共赢之道就是建立包

括中美在内的地区安全机制，这样才有可能实现地区和平和建立新型中美关系。

对韩国来说，只有建立地区安全机制才能从根本上解决朝核问题以及与此问题相

关的安全挑战。另外，考虑到中美、中日之间的的战略信任赤字，在地区安全机

制建构过程中韩国可能会被赋予特殊的地位与角色。像目前中日韩三方合作机制

的秘书处就设在首尔。作为一个处在大国夹缝中生存的国家，韩国也将会发现建

构地区安全机制对它是最有利的：与其奉行在大国中间小心翼翼保持平衡的现实

主义安全观，不如转变为强调规范、稳定性强的制度主义安全观，这从根本上有

利于韩国提升其地区地位，保证其安全利益，。 
通过上述分析也可以发现，建立地区安全机制有利于化解影响中韩关系的其他

政治安全议题，确保中韩关系的稳定，具有积极的“外溢”效果。前面已提到，

通过地区安全机制有利于缓解中美战略竞争困境并找到共处之道，有利于于从根

本上缓解朝鲜的安全关切从而彻底解决朝核问题。对于未来的半岛统一问题、中

日间的领土争端以及中日中韩间的历史议题等，地区安全机制也可以提供一种制

度化的解决方式。没有了这些问题的冲击，中韩关系的自主性也就有了更大的保证。 
当前，中韩关系正步入逐步回暖阶段，加上朝核问题也出现了积极的变化，双

方正步入政治安全互动的良性轨道。中韩可以在此氛围下，以推动朝核问题的解

决进程为契机，通过推动地区安全机制的建构，努力塑造中韩关系自主性，并在

此基础上实现东北亚地区的持久和平、安全与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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