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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중관계
❍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whether or not)의 문
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닌 트럼
프의 대선용 ‘봉합’임. ‘1단계 합의’보다는 이 합의의 ‘한시성’에
방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현 시점에서 미중관계는 △구조적 갈등(structural conflict) 단계에 접
어들었고, △갈수록 패권경쟁의 성격을 노출하고 있으며 △장기화로 향
하고 있음.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갈등도 보이고 있음.
❍ 궁극적으로, 미중 협상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이혼(decouple)
수속을 밟는 과정이라 봐도 무방.
❍ 미중 ‘디커플’은 이미 △기술, △사이버에서는‘현재진행형’이고, 앞
으로 △인문 교류, △가치관과 세계관 영역으로 전이/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
-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이버
영역에서 미중간 갈등인데, 이는 이미 전쟁 수준으로 매우 치열.1)

❍ 현재로서 불확실한 것은 미중 갈등 심화가 추후 군사충돌로까지 전이 여
부. 1년전 만해도 이러한 질문은 학계에서 매우 ‘주변화’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로 진단.
❍ 중요한 것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임. 정세 변화가 그 어느 때 보
다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1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봐도 그러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정세가 ‘사면초가’라 불리는 현재의 긴박한 상황으로 바뀔지 예상치 못
했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음.

1) 필자와 방한한 미국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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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언제든지 기존의 판단에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사고의 노마드화’ (Nomadization of thinking)가 필요한 시
기.

■ 미중관계와 한반도
❍ 이미 다수의 보고서가 한국을 미중관계 악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북핵 문제는 기존 미중관계에서
몇 안되는 ‘협력 영역’이었지만, 갈수록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경쟁 영
역’으로 진화 中.
❍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의 방한으로 사드 문제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벌
써 나오고 있으나 사드 문제는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악화
심화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견인하고자 하는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한중
최대 장애물인 사드를 한켠으로 치워두는 정도로 봐야.
❍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시진핑 주석 내년 봄 방한이 ‘한한령’ 개선
효과가 있겠으나, 사드로‘하향평준화’된 한중관계 ‘뉴 노멀’(new
normal)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
이는 꼭 중국쪽 태도 때문만이 아님. 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 사드 사태
과정에서 ‘치졸한 보복’을 한‘중국의 민낮’을 본 한국 국민들의 반중
(反中) 정서가 심각한 수준2).
❍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시, 한중관계는 준‘전쟁 상태’ 수준으
2)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이 보도.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치졸한 행위'…북핵 뒷전 사드 보복 노골화 중국에 비난 봇물." 중앙일보 2017.03.05,
https://news.joins.com/article/21339845;
"잇따르는 ‘한류 제재’, 치졸한 ‘사드 보복’인가" 한겨레신문. 2016.08.0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55001.html#csidxbdeb789136d94349f103
47e556f1c16;
"아직도 계속되는 中 사드 보복, 이젠 치졸한 행태 접어야". 동아일보. 2019.04.0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3/95376101/1.
"중국의 민낯 드러낸 한한령…한류는 도움 될 때만 필요." 중앙일보. 2017.01.02.
https://news.joins.com/article/210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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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화될 것.
❍ 사드, 화웨이, 남중국해 사건 등에서 경험했듯, 향후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서 ‘선택’의 압력 을 지속적으로 받는 동시에, 앞으로는 북핵 문제에 있
어서도 미국의 해법과 중국의 ‘중국 방안’ (中國方案) 사이에서 ‘노선
선택’ 압력을 받는 ‘2중고’를 겪게 될 것.
※ 이는 한국이 한국전쟁이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기에 한국은 초당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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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관계 악화 배경 속,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가. 미중관계
❍ 2019년 말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외생 변
수’(extraneous factor)에 영향을 받는 시기며 그 외생 변수는 ‘미중관
계.’
❍ 미중관계 최악의 상황은 아직도 오지 않았으며 향후 중장기적 악화일로를
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내년도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기본 방향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즉, 미국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정
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기 때문.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으로 워싱턴 조야의‘주
류인식’이 변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것이 다시 현 국면에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임.
※ 혹자는 중국의 외교를 ‘항공모함’에 비교하여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
지만, 미국이라는 항공모함3) 역시 ‘중국 관여’에서 ‘중국 견제’로 돌아서는데 오
랜 시간이 걸렸음.
※ 사실상 미중 수교 1979년 이후 중국의 대중정책의 큰 줄기는 관여정책이었음.
하지만 미국 대 중국 정책 형성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던 △미국의 비즈니
스업계가 오랫동안의 친중 입장에서 돌아선 것, △ 대중국 관여정책을 지지해왔
던 미국의 학계가 시진핑 임기 들어서 학문적 자유 침해가 심각해진 점을 우려하
면서 중국에 등을 돌린 것이 미국 공론장 (public sphere)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
적 시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3) 미국의 외교정책을 실제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더디게 방향을 틀지만 일단 방향이 결정
되면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쭉 나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바마 대통령이 한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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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과 한반도
❍ 우리가 중국과 한반도 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를 논함에 있어 미중관
계를 논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중관계의 큰 틀 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
즉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북관계/중한관계는 독립변수가 아닌 중미
관계의 하위구조라 할 수 있음.
※ 이는 한국이 사드 파동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있어 상당한 도전
을 야기함. 한국은 한중관계를 양자관계로 접근하지만,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
관계의 프레임 속에서 조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임.
❍ 그 어느 때보다 미중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리고 미래 미중관계
향방에 대해 혼선적인 예측이 제기 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는 그만큼 한반
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확실성의 기로에 있음을 의미함.
※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은 ‘관계 악화’ 만큼 부정적
인 요소. 이는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 상황이 악화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상황이 불확실하면 대처 방법도 불확실함.
이 글에서 다루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북핵
문제는 기존 미중관계에서 몇 안되는 ‘협력 사항’에서 갈수록 미중 사이
에서 전략적‘경쟁 사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서 ‘선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동시에, 앞으로는 북핵 문제에 있
어서도 미국의 기존 해법과 중국이 내놓는 ‘중국 방안’ (中國方案) 사이
에서 ‘노선 선택’ 압력을 받는 ‘2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

2. 전선을 넓히는 미중 무역전쟁
가.‘협력과 경쟁’양축 프레임에서 ‘경쟁’ 중심의 단축 프레임으로
❍ 지난 해 미국의 선제 관세 폭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도발과 맞도발
을 이어오며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는 과정.
-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규모의 40%에 달하는 탓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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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이 싸움의 귀추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음.
❍ 한국에서 미중 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보편적인 수사(修辭)는 둘 다 수퍼파워인
미중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식의 자유주
의적 담론이었음.
 즉, 미중이 때때로 갈등을 겪더라도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등 교집합이 많은
미중관계의 특성상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미중관계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논리에
기인.
❍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이 서로 싸우면, 서로
자멸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는 미소 냉전시대의 핵전략으로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전략을 유지하여 미소
간 핵전쟁을 예방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함.
더불어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글로벌 문제의 대두는 결국 미중 양국을 서로 협력하
게끔 만들 것이라는 미중 공동 글로벌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의 당위론도
제시됨.
❍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미중관계의
현실은 기존의 ‘협력과 경쟁’양축 프레임에서 ‘경쟁’ 중심의 단축프
레임으로 이동하였는 바, 한국에서의 정책토론은 아직 이러한 현실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미중관계를 ‘경쟁 속의 제한된 협력’으로 기술하는 용어도 담론
시장에 소비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프레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
을 반영하거나 미중관계 현황/전망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인 분석의 산물.
※ 미중관계를 ‘협력’ 혹은 ‘경쟁’ 둘 중 하나에 방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이분법’이라고 학계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정책커뮤니티는 이러한 ‘학문적
고담’을 즐기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님. 정책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임.

나. 무역전쟁에서 밀리면서도 미국을 여전히 ‘쇠퇴하는 대국’으로 보는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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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
는 슈퍼파워로 봄. 중국은 특히 국정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 시대의 도래를
‘중국의 부상’을 더욱 빠르게 추동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시기로 봄.
❍ 시진핑 주석이 각종 연설에서 꾸준히 내놓고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자는
담론도 단순한 선전구호로 보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현재 세계는 백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큰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다” (當今世界正處於百年未有之大變局) 라는 발언
미국을 놀라게 했던 시진핑의 “중국은 세계무대의 중심에 갈수록 가까워
지고 있다”(中國日益走近世界舞台中央)라는 발언들은 갈수록 중국이
인식하는 ‘중국몽’ 시대정신과 연계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꿈꾸는 강대국 지향의 집단의식 (collective consciousness)으로 발
현되고 있음.
❍ 중국의 ‘기울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
님. 혹자는 ‘스트롱맨’지도자 시진핑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이또
한 아님.
그보다 일찍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당
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평가를 했음. △ 미국은 쇠퇴하고
있음. △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의 한번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음.
중국이 무역전쟁에 밀리면서도 항복하기는커녕 결기를 다지는 이유 중에
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행보가 중국의 ‘10년전 예측’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미국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자기암시적 예측 (self-fulfilling prophecy)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하는 담론적 정당성을 띠게 됨.
※ 중국은 자기암시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기술 굴기’, ‘싸우면 이기는 군대’라
는 표어로 대표되는 강군몽 (強國夢) 강화 등 미국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비하고 있음.
다. 지속적인 상황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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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토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토의
자체가 그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미중 갈등은 ‘구조적’ (structural)인 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는 현안에 대한 쌍방의 이익관계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하면 상대방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양보를 하면 내가 이기게
되는 구조. 같이 협력하여 ‘윈윈’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이러한 인식은 ‘5G 시대’들어서며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번 기술 경쟁에
서 뒤처지면 ‘초격차’ 상황에 들어가게 되며 이후 상황을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
해짐. 시장은 ‘1등’만을 기억하고 그 1등이 ‘기술 표준’을 결정하면서 2위 이하의
나머지는 시장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됨. 이는
미국이 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5G에 민감하게 국가안보차원에서 반응하
는 지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됨.
라. ‘쿼드’의 부활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9년 10월 22일 헤리티지재단에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9년
동안 잠잠했던 일본, 호주, 인도와 미국 간의 안보 회담인 ‘쿼드’ (Quad)를 언급
하였음.
- 그러면서 그는 쿼드가 "중국이 세계에서 적절한 위치만을 유지하도록" (China
retains only its proper place in the world)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제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축소시킬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쿼드’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을
천명한 것임.
마.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둘러싼 패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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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분쟁’도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이러한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임.

◯ 미국 의회가 스스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명시한 것에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
한 미국의 예측과 판단이 드러나 있음.
❍ 기존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는 틀에서 분석되었지만 이
제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큰 ‘변곡
점’(inflection point)을 지나고 있음.
- 미중 협상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혼(decouple) 수속을 밟는
과정이라 봐도 무방.
❍ 현 시점에서 미중관계는 △구조적 갈등(structural conflict) 단계에 접
어들었고, △갈수록 패권경쟁의 성격을 노출하고 있으며 △장기화로 향
하고 있음.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갈등도 보이고 있음.
❍ 혹자는 미중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성과 결부 짓는데, 미국 정부의
각종 전략보고서와 안보 관련 법안을 보면 ‘중국 견제’라는 놀라운 일관성이
발견됨
 국군수권법 ‘섹션 1261’역시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주된
우선 사항임을 ‘선포’(declare)한다고 적혀 있음
❍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미래를 둘러싼 패권경쟁의 큰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일부분임
❍ 과거 미중 양국은 안보와 인권 등에서 마찰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갈등의
범위가 커지고 있음
바. 미중관계 악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한국

- 9 -

❍ 한국이 미중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세력전이과정
에서 주권을 뺏긴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임
❍ 미중 간의 갈등 확대는 비단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중소
국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미 다수의 보고서가 한국을 미중관계 악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봄
❍ 중국은 북핵 문제를 그 자체의 독립적인 문제로 보기 보다는 동북아 지정
학, 특히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다룸.
❍ 미중 관계악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관계 변화로 인해 한국의 대 북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미중 갈등은 미중이 반드시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갈등
심화 속에서 미중이 공조했던 북핵 문제가 이제는 미중이 서로 경쟁하는
이슈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3. 미중갈등 불똥이 한국에 튄 사건들
❍ 미중 갈등은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미중 사이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가에도 영향을 줌. 한국은 미중 양쪽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미중은 선택을 강요할 것임.
가. 화웨이
❍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남겨 두어 미국
의 대 화웨이 포위망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이에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019년 6월 7일“미국 정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꺼릴 수밖에 없다”고 한국정
부를 압박하였음
❍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통신기술을 갖추고 있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화
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화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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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도입은 한국 내에서도 입지가 좁은 <LG U+>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
됨.
 중국은 외교채널, 관영매체, 학자들을 대동해 한국이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 것으로 압박하고 있음
나. 남중국해
❍ 일찍이 2015년 전임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함.
 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미중갈등인 남중국해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
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에 대해 미국이 대통령 차원에서 한국
에게 좀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임.
※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16년 7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 형식을 통해 내놓은 공식 반응은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라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문구.
※ 즉, 한국은 오바마의 ‘경고’ 이후에도 줄곧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
려고 했음.
❍ 올해 들어 미국은 2019년 5월 2일부터 8일까지 일본, 인도,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훈련을 하였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는 일본, 호주, 프랑
스와 항행훈련을 하였음. 한국은 포함 안됨.
❍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상 군사기지를 지속적으로 증축하고 있으며 군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에 맞서 미국 의회는 미국-대만정부간 전면적인 관방교류, 군사대화 재
개, 무기판매, 양국 군사관계 재정립 등이 포함 된 핵심법안 네 개를 통과시
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음
❍ 이에 맞서 중국은 SL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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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꾸준히 남중국해 훈련에서 한국군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지한파 서방 외교관은 “한국이 미중 양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중 양쪽으로부터 방기당하는 것은 쉽다’고 우
려를 표명.
※ 여기서 ‘방기’의 의미는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둔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적 현안
에 있어 ‘한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 버린다’의 의미가 될 것임.
다. 미국 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가능성
❍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를 이유로 INF 조약 탈퇴를 거론
해 왔지만 끝에 가서는 항상 “중국의 INF 조약 참여”를 새로운 조약의 조건
으로 걸고 있음
❍ 미국은 2019년 8월 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
한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에 중국이 한국에 주던 시그널보다 더 격양된
경고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고 있음.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한 국회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할지 여러분
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4)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
※ 이 발언 후 언론에서 대사의 발언이 ‘외교 결례’란 지적이 나왔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궈홍대사에게 어떠한 항의나 경고를 전달했는지 알려진바 없음.

4. 미중갈등이 결정한 시진핑의 방북 ‘타이밍’
※ 중국 외교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타이밍’ (timing)인데, 이에 대해서
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한 우젠민(吳建民) 전 외교학원 원장도 일전의 한
4) "추궈훙 中대사 "美, 한국본토에 中겨냥 전략무기 배치하면 후과" 연합뉴스. 2019.11.28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8055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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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강조한 바 있음. 2018년 3월말 전격적으로 시행된 북중정상회담 시기
도 그 한 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
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을 전달한 직후에 이루어졌음.
즉,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나오고 있던 시기에 ‘대북 영향력’ 상실을 우려
한 중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새치기’하듯 개최한 모양새가 되었음.
※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초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전격적인 한국
방문 역시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한 직후에 이루어졌음.
※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진핑의 평양 방문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살
펴볼 수 있음. 중국은 2019년 1월 김정은의 4차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의 평양
답방을 준비해 두고 있었고 방문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던 상황. 시진핑은 6월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회동을 앞두고 있었고 북중 정상회담은 그 바로 앞
주에 전격적으로 발생함. 이에 ‘시진핑이 북한을 미중관계에 지렛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관찰이 나왔음.
※ 중국은 ‘북핵 문제’와 ‘중미 관계’를 별개로 다루며 서로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공
언해 왔음. 하지만 최근 이에 변화가 있음. 이는 그만큼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
으며 다른 문제들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가. 북핵 문제에 있어‘중국 역할’의 부상
❍ 신화통신사 보도(6.20)에 의하면 평양 방북에서 시진핑의 주요 발언은 다
음과 같음.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관점’(戰略高度和長遠角度)에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확실하게 지키겠음. △한반
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政治解決) 추진을 지지함.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걱정’(合理安全和發展關切)을 해결하는
데 중국은 힘이 닿는 한(力所能及) 도움을 중 용의(願)가 있음.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建設性作用)을 하겠음.
❍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할 이유는 비록 중국도 미국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결이 다르기 때문임
- 이는 미중갈등 심화 속에서 향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우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며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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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란 표현도 이제 낯익은 표현임. 핵을 포기하
였을 경우에 북한이 느끼게 될 ‘안보 불안’이 이해된다는 것.
이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준 것이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북
한과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정치적 배려임.
나. 사회주의 동질의식 강조로 북한에 ‘보호막’ 쳐주는 중국
❍ 시진핑은 투철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음. 작
년 김정은의 세 번째 방중 시 시진핑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三個不
變)를 약속하면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국가를 견지하는 것
은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이다” (坚持共产党领导的社会主义国家是中
朝关系的本质属性)라고 한층 더 강조된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표출함.
❍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질의식을 공유하는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한 동감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를 ‘힘이 닿는 한’ (力所能及)이란
극대화된 표현으로 형용하였음.
영어 표현 ‘to the best of one’s ability’으로도 그 의미가 선명해지
는 이 문구는 친구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지, 현실주의 외교관계에서
흔히 보는 표현은 아닐 것임.
혈맹이라 불리는 북중관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가 2009년 10월 평양을 방문해서 동일 표현을 썼던 것이 나옴.
2009년은 북중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 올 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니 ‘10
년에 한 번 쓰는 귀한 표현’인 셈임.
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중국
❍ 집권 후 처음으로 방북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이 건설적
인 역할(建設性作用)을 하겠다"고 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중국이 최근에 줄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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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해왔던 바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
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강조한 것은 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음.
❍ 핵심은 시진핑이 이를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관점’(戰略高度和長遠角
度)에서 접근하겠다고 한 점임.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
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현 트럼프의 접근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라. ‘미국의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부정하고 ‘중국식 해법’ (中國
方案) 제시
❍ 트럼프는 지난 25년간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북핵 문제 접근 방식이 틀렸
다고 하며 싱가포르에서 파격적으로 김정은과 역사적인 면대면 회담을 통
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이후 북핵 문제는 1년여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춤한 상태.
❍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상황을 관망만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행동 개시’
가 전혀 없자 심지어 중국이 ‘패싱’당했다는 평가도 나왔음.
❍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며 트
럼프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출하겠다는
것임.
한 중국학자는 “이는 시진핑이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드리블’하겠
다는 것이다”고 풀이 함.5)
❍ 기존에 중국이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시해 북
핵 문제를 ‘관리하는 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엔 ‘해결법’을 제시
하였음
시진핑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공세적 외교가 북핵문제에도 발현된 것임.
5) 저자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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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
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스스로 답을 하면서 다름 아닌 중국이 적극적으
로 나서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켜주겠다는 것임.
❍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이 설정한 방법, 즉 ‘제재를 통한 북핵 문
제 해결’ 방안을 부정하고 ‘안보 보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으로 일
컫는 중국식 방법을 제시하였음.
이는‘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덜어주어야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둠.
※ 이러한 중국의 북한‘안보 우려 해소를 통한 비핵화’와 미국의‘제재를 통한 북
한 비핵화’는 근본적인 철학적 접근법이 다름.
마. 북중 군사교류 재시작
❍ 시진핑이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으로 나섰음
❍ 그 첫째는 이번 방북에 먀오화(苗華)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주임이 동행
한 것임
중국이 북한과 군사 분야 교류를 시작한다는 확실한 정치적 신호를 준 것.
먀오화는 인민해방군의 최고 계급인 상장(별 3개)이며, 군의 인사와 선전
을 책임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 군 인사가 동행하는 것이 사실 ‘정
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특히 관심 받는 이유는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중 사이에서 군사교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임.
당연히 이런 고위급 군부인사의 방문도 없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
해 북중관계를 바로잡았음
❍ 이것은 당장 북한과 중국의 군대가 한미간처럼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아님.
군인 연수 프로그램, 북한군의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참관 등, 조용한 군
사교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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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화(苗華)의 이름도 중국 관방언론이 공개한 시진핑의 수행원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았음.
바. 시진핑, 평양 시민과 ‘스킨십’으로 김정은 국내 입지 고취
❍ 또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중국이 한 것은 다름 아닌 ‘시진핑의
북한 방문’ 그 자체임
❍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 땅을 밟은 시 주석의 차량 행렬이
지나는 도로 양편에 25만 명의 평양시민들이 도열해 ‘습근평'을 연호했
음.
비록 동원되었겠지만 평양 시민들은 두 눈으로 직접 자신의 지도자 김정은
이 강대국 중국의 지도자 옆에 나란히 서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목
도하게 된 것으로 말로만 들었던 ‘북중 우호’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음
※ 북한 주민들은 지난 4차례 중국에서 거행된 북중정상회담을 TV를 통해서 봤지
만, 이번에는 평양거리에서 직접 ‘두 눈’으로 봤음.
※ 시진핑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로동신문에 기고하여 북한 주민들과 ‘지면
소통’을 하고,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을 찾아 북중밀착을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임.
❍ 이러한 ‘생생한’ 북중 밀착 체험은 북한주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안전감
을 심어주고, 아버지와 달리 비핵화 의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 힘을 보태주었음. 즉 이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을 가져오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맥락과 통함.
❍ 종합적으로, 2019년 6월 방북에서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안보를 중국이
책임져 줄테니 안심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라는 ‘뒷배’를 제
공한 것임.
※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한 참모부'회의를 한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함.
시진핑이 보여준 모습은 또한 중국이 앞으로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의
제화’하겠다는 예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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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북중 고위급 인사 교류 및 후속 조치 진행
❍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와 후속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음. 당시 양국은 농업, 교육, 관광 등 8개 분야의 협력 확대를 합
의함.
2019년 8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영재 대외경제상, 강윤석 북한 중
앙재판소 소장 중국 방문.
2019년 9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평양 방문.
2019년 9월. 양철식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대표단 방중.
2019년 9월. 연경철 북한 인민무력성 대외사무국장 방중, 베이징에서 웨이
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과 만나 군사교
류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2019년 11월 랴오닝성의 천추파(陳求發) 당서기 방북. 북한과 무역·민생·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
2019년 11월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 방북.
❍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 편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확고해졌음.
※ 즉,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기에도 ‘미국 요소’가 영향을 미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중 밀월관계에도 ‘미국 요소’가 들어가 있음.
※ 중국이 미국과의 중장기적 경쟁/갈등을 염두에 두고 근년에 ‘신형주변외교’(新型
周邊外交)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에도 ‘새 시대’를 열었고, 향후 미
중관계가 지속적인 악화의 수순을 밟는 트랜드가 고착되면 역설적으로 북중관계
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은 북중관계 ‘신 밀월관계’ 형성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견인
하는데 새로운 도전 요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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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가. 미중간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측면:‘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면
충돌은 피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미중 간의 리스크는 제어되고 있으며 미국은 현단계에
서는 중국을 ‘적’이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
※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충돌은 서로가 전투를 벌였떤 한국전쟁이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이 마지노선은 지키려는 노력이 되고 있음.
.
❍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ex) 북한 비핵화
※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는 악화되고 있지만 동북아정세는 호전됨6)
❍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중간의 갈등이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최
근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도 미중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을 꾀함. 최근에는
일본, 북한,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함.
※ 최근 이러한 일련의 동아시아 역내 긴장의 완화는 중국의 ‘신형주변외교’ 가동이
기여한 측면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또한 중국이 이렇게 하는 동기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미국 요소’가 있음.
※ 인도·중국이 일촉즉발 대치 상태까지 갔던 2017년 국경분쟁 상황에서 중국이 이
를 원만히 해결한 것도 인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아시아에서 앙숙관계인 일본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개선한 것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인 일본이 중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임.
※ 2019년 12월 중국이 사드 문제로 교착관계 상태에 있던 한국에 왕이 외교담당 국무
위원을 파견하여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
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임.
6)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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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관계 악화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와 관계 개선
을 하여 중국쪽으로 견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미국의 지속적 ‘중국 누르기’
❍ 트럼프는 기존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 관여 전략 (engagement policy)을
부정하고 오바마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개편/확대하
고 있음
- 오바마는 군사비용 절감을 추구하였으나 트럼프는 군사비를 증액하고 있음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였으나, 트럼프는 핵무기 현대화를 추구
함
❍ 냉전 이후 미국이 핵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총생산이 미국의 60%에 달하면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63%에 달함.
※ 1980년대 일본의 GDP가 미국의 60%가 되었을 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함.
❍ 또한 미국은 날로 경제적,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기반
으로 사회주의 체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우
려함. 미국 매체는 이를 ‘influence operations’ (영향력 심기 작전) 이라고
부름.
❍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입
장인데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
이곤 했음.
❍ 이에 중국은 관방언론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 (奉陪到底)는 결사
항전의지를 다지고, 홍콩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배후론’을 정부차원
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전반적인 미중관계 트랜드는 현시점에서 악
화일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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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한국의 한 발 늦은 대응
❍ 한국은 최근까지도 미중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음. 언론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루었지만, 진지한 정책적 고민은 미중관계가 이미 상
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시작했음.
❍ 이미 미중갈등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그 ‘방향성’(where?)과 ‘심
화성’(how bad?)에 대한 토의까지도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나리오까지도 미중 내부에서 마친 상황에서, 한국은 대처 방법은 한 발
늦은 감이 있음.
❍ 이는 한국이 가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특히 미중 양국은 한국의 강대국 사이의 ‘포지셔닝’ (positioning)에 대해 이미
나름대로 평가를 마친 상태라 볼 수 있음.
❍ 한국이 사드 배치과정에서 ‘점수’를 잃은 대상은 중국 뿐만이 아님. 한국이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맞물려 동맹인
미국내에서도 한국을 믿을 수 있는 동맹인지에 대한 의구심 제기.
한국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충분한 갈채를 받지 못한 이유.
※ 미국은 또한 한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략적 인내’를 함. 이는 아무것도 안한 것을 고상하게 일컫는 말.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 때문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구경한 격.
❍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한국이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함. 단순히 미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미중 둘다 중요하니 어느 쪽도 선택하면 안된다,는 단순논리 뒤에 숨어서
는 안됨. 주변국 ‘줄 세우기’는 강대국들의 오랜 역사적 패권 행동 양식
임.
현 단계에서 한국은 미중관계 악화가 한반도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
중과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늘려 나가야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메시지를
제안하는 것 못지않게, 미중 양쪽과 전략적 ‘신뢰 증진’(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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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에 힘쓰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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