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제주포럼은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한 유용하고
도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정 유지 과제 앞에서 점증하는 안보 문제와 비전통 안보 문제에 직면해 왔다.
당면 과제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종식의 잔재다. 영토 분쟁, 해양 영유권
다툼, 역사 논쟁 등 냉전시대에 철저히 억제됐던 국가 간 충돌 요인이 21세기 들어 표면
화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군비경쟁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주전쟁과 그에 따른 안보 딜레마가 잠복해
아시아의 취약한 안보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강대국 간 대결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국가
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내 편이냐, 반대 편이냐”는 배타적 질문은 그렇지 않아도
전략적 경쟁이 두드러진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넷째, 인공지능, 온라인 통신, 우주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무
인 무기, 사이버 안보, 우주전쟁 등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아시아의 열망에 또 하나
의 장애요인이다. 브렉시트, 위기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PP) 의 조기 사망, 포괄적 지역 기구의 부재 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 평화를 다뤄온 통상적 방식이나 실효성 없는 관념의 유희에서 벗어나 아시
아의 평화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평화 재정립 과제를 ‘PEACE’에서 한 글
자씩 따 다섯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본다.
평화(Peace)와 번영은 지역과 역내 국가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대결과 불안정, 전쟁
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애써 건설하고 축적해온 성과를 무너뜨릴 뿐이다.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활성화하자(Energize). 지금이야말로 한동안 정
체됐던 지역과 하위지역 평화 체제에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대안(Alternatives)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실패로 판명된 방안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새로운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협력(Cooperation)이 항상 경쟁보다 낫다. 지역과 역내 국가들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쟁과
대결보다 협력, 즉 양쪽에 다 좋은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협력적 대안의 토양이 될 생태계(Eco-systems)를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주포럼은 항상 아시아 평화와 번영 구현, 보전에 앞장서 사고하고 행동해 왔다. 올해
제주포럼은 평화를 지켜나갈 방안을 재탐색, 재검토, 재설계할 준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역내 번영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