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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중국
관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배
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있
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
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
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
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
(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
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
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관계, 특히 중국
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조합물과의 관계 혹은 질서
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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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새로 출현한 외생 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
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
화로 인한 외생 조건,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기득
권 질서와 자신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위 전
략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
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
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
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
원에서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
대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
제국적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의 감속도 주지해야 할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
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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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
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
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
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
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목표와 분야
별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
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
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
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
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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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
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
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
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
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
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적으
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불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
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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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
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
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
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
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
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
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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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
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
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
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
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
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
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
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
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
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
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
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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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 양안(兩岸) 문제와 남북한의 분단 체제 유지 등 ‘냉전(cold war)’의 유
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동북아는 안보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으
로 평가받아왔다. 최근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
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획되었다.
사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지금까지도 일정한 변화를 겪어왔다. 먼저
냉전기를 보면 이 시기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이 그 기본 구조
였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각각 1954년과 1960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체결을 근거로 동맹관계를 형
성하였다. 북한은 1961년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조ㆍ소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근거로 중국 및 러시아(당시의 ‘소련’)와 동맹관
계를 구축하였다. 이 두 세력은 냉전기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서로 대립하였다. 즉 같은 진영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로 적대적
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인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냉전기 동북아 안보구조

한

미

일

VS

북

중

동맹관계
수교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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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탈냉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 속에서 양안관계의 발전(1987년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1990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1992년) 등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기존 구조
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은 적대국으로 규정해왔던 러시아-중국 등과
잇달아 수교하면서 기존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반면 러시아가 전신인 소
련이 북한과 맺은 동맹을 계승하지 않기로 북한에 통보(1995년)함에 따라 북
한은 중국과 유일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이 지역 안보구조에서 일정하게 소
외되었다. 그 결과 동북아 안보의 기본 구조는 기존 한-미-일 관계는 변화가 없
지만, 북-러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북-중 관계
역시 기존보다는 약화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요컨대 탈냉전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안보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완전한 탈냉전을 이룩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반의’ 탈냉전 시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94년 이후 이러한 지역 안보구조 상황의 타개를 위해 핵 보
유 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세력 균형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
처럼 미국-일본 등 기존의 적대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최소 ‘수교’를 맺음으로
써 지역 안보구조에서 소외된 국면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미
국-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한-미 및 한-일 관계를 기존보다 약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도록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
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
화를 위한 ‘6자회담(the six-party talks)’ 등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동북
아의 안보구조는 변화보다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지역 안보
구조하에서 한국과 중국은 그 관계를 급속하게 진전시켜왔으며 정치ㆍ경제ㆍ
사회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림 1-2]와 같
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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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절반의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구조

자료: 저자 작성.

이렇게 절반의 탈냉전기에 형성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현재까지 적어도
그 구조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구조 변화
를 추동할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변화는 매우 극
적인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추동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안보구조의 특성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탈냉전에서 신(新)냉전으로의 회
귀 조짐이다. 이 조짐은 최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먼저 미국은 2011년 무
렵부터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아시아에 대
한 ‘재균형(re-balancing)’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및 포위의 성격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에서 ‘주동진취(主動進取), 적극진취(積極進取)’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系)의 수립 촉구, 활로 마련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추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제안,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역내 안보 협력 기구화 확대 추진 제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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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같은 상황 변화가 구조의 변화로까지 발전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이다. 만약 현실주의적 사고에 따른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패권국과 도
전국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한 경
쟁과 국지전 같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18년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영역에서 ‘무역전쟁’이라 불리는 매우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 내 강대국 간의 관계가 경쟁의 방향
으로 변화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 역시 심화된다. 왜
냐하면 강대국 간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소국들은 어느 일방으로의 선
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둘째, 탈냉전의 가속화 조짐이다. 201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
를 방증한다. 2018년 1월 그 변화가 감지된 이후2) 이 지역 안보구조에서
1992년 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탈냉전의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모두 3차례(공개 2차례, 비공개
1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19년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한국 방
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행정도와 이와 관련된 미국 주도의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만약 상황이 순조롭게 진전된다면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에 이은 새로운 시기, 즉 탈냉전의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
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한-미-일과 북-중의 동맹관계는 유지
되면서 특히 북한의 역내 안보구조에서의 고립 상태가 해소되어 미국, 일본 그
리고 한국과의 수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질서가 이
지역에서의 완전한 긴장해소 단계로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이

1) 황재호(2014), pp. 8~11.
2) 이는 2018년 1월 1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의 움
직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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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여전히 상수로 존재하고, 북한의 비
핵화와 대북제재 그리고 종전선언 등은 그 하나하나가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까지도 포함된 국력 신장을 둘러싼 치열한 게임의 일환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탈냉전의 시작은 또 다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국면의 도래라고도 볼 수 있다.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 내 안보구조 변화라는 배경하에서 진행되
었으며,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북
아 안보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해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중국과 한반도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인 분석틀을 설계하고,
이를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변화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시
도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
한과는 유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
석의 초기 단계로 설정한 1992년부터 절반의 탈냉전 시기까지 이 지역에서 가
장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에서도 그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로서의 역내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3) 민태은, 신종호, 이기태(2018), ｢미, 중, 일 한반도 정책 및 정상회담 전망｣,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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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인 동북아 안보환경, 그 변화 속에서의 한-중 관계, 그리고 가
변적인 동북아 환경하에서의 한국의 선택 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는 비교
적 많은 편인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동인과 그 배경과 관련된 연구이다.4)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성장 속도의 편차에 따라 국가간에 구조적인 역량의
격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국제관계의 위계질서에 변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에 학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성립의 과정을 설명하고, 21세기에는 선도국인 미국과 부상
국인 중국의 분쟁 구조와 과정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전 지구적인 패권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변화된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양자관계를 분석한 연
구이다.5) 이러한 연구는 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각국의 대응 양태를
대부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존 양자관계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논의에 따르
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는 마치 냉전 시기의 세력 배치와 유사한 형태로 각
국의 관계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는 ‘신냉전’으로 부를 만할 정도로 이전 시기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간 이익 구조를 능가하는 진영 논리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이 두 요인 간의 긴장관계가 돌출되어 개별 국가들
은 진영과 개별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과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4) Mearsheimer(2010); Kaplan(2010); 정재호(2011); Dyer(2014); 정재호(2016).
5) 장덕준(2012); 황재호(2014); 윤지원, 심세현(2016).

제1장 서론 • 19

셋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선택 및 대응전략과 관련된 연구이
다.6) 이러한 연구는 한국 역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
하며, 일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대
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이 탈냉전 이후 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접해지면서 패권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선택과 대응을 하는 데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넷째, 특정 시기와 지역의 안보구조 변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역할과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한 연구들이다.7) 이들은 특정 이론을 활용하거나 경험 및 역사
적 접근을 통해 목적에 맞는 시나리오 설정을 시도하거나 한국 입장에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국제관계 문제를 일정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접근하
고 그 대응방안 마련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실험이라고 사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대부분 현실주의 계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
으며, 요인 중에서 객관적인 것에만 치중한 반면 주관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전반적인 기존 연구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동북아 환경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국제정치ㆍ경제적 위치에 있다. 특히 중국과 한반도 관계, 보다 구체적
으로 한-중 관계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 즉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가
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안보환경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로 매우 독특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을 참조하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난이도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과해온 주관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복수(複數)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시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 변화에 관한 이론 중에서 주관적
6) 김국신, 여인곤, 강한구(2007); Chung(2007); 김상태(2012).
7) 채규철(2004); 홍규덕(2008); 이상환(2015); 정한범(2016).

20 •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요인과 객관적 요인의 유기적 결합을 가장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이론적
틀을 활용하였는데, 이를 국제관계 영역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향후 현실화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시나리
오 설정의 과학성과 다양성 그리고 대응방안의 임의성과 주관성 및 조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시기와 대상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시
기적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는 1953년 동북아 냉전의 시작부터 1992~
2017년까지의 ‘절반의 탈냉전’ 시기,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서는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이후의 시기(‘절
반의 탈냉전’과 그 이후 시기)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 미
국의 정책 변화 시점과 한반도-중국 관계에서 영역별 발전의 불균등성 등을 기
준으로 구체적인 시점의 설정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위와 같이 분석 시기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여타 동북아 국가들이 포함되며,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을 중점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북한-일본-러시아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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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중
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국 요인들을 분석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정성 및 정량 방법과 함께 ‘교차 역할 게임(cross role game)’
을 원용한다. 교차 역할 게임 방법은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인위적으로 가상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
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차라는 의미는 학자나 전문가들을 국적
(예: 중국, 한국)과 전공 영역(예: 한-중 관계, 북-중 관계)을 교차적으로 배분하
고 조합하여 팀을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보다
객관적인 시나리오 설정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팀의 연
구자들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입장 분류를 통해 가상
적인 그룹핑(grouping)을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 점은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그 향방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본 연구 과제의 현실적인 조건의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는 동북아 안보구조의 핵심 요인을
미-중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의 그룹은 이 양국을 ‘제로섬(zero-sum)’
관계의 관점에서 갈등을 중심으로 보는 그룹이다. 논리적으로 이 그룹에서 미중 관계는 대결할 수밖에 없으며, 종속변수인 중소국가들은 이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그룹에서도 중소국가들이 이러한 전략적인 딜
레마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기하는 등 일정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
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에서는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한다.8)
8) 이 그룹의 대표적인 세부적인 입장은 ‘위험분산’과 ‘양다리 걸치기’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Chung(2007), pp.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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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그룹은 양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지구적인 패권 구조와 관련되어 있
다고 보는 구조 중심적인 관점에 서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으로 한국과 중
국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반면 다른 하나의 그룹은 중-미 관계가 반드시 영합적이지 않으며, 종국적으
로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한 변경의 시도를 의미하는 수정주의적인 경향을 아직까
지는 본격적으로 노정시키지 않고 있고,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전략적 우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의도와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양국관계가 분규와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
을 띨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양국관계의 향배에 따라 중소국가들은 그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전자 그룹과 인식을 같이한다.9) 본 연구에서 이 교차
역할 게임 방법은 시나리오 설정과 그 대응방안 마련의 부분에서 주로 활용된
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된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본 연구의 분석틀에 입각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그 후 각
각의 상황에 대하여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상대 그룹 및 연구진과의 토론을 통해 그 논리성과 적실성을 강
화한다. 이 방법은 정책 단위에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일
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방법에서 소홀하기 쉬운 시
나리오 설정과 대응방안 마련에서의 논리성과 객관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성적 방법은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중국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관계 등 기초 연구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
문서와 자료 등 1차 자료와 관련 학술 서적 및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진
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실용주의(methodological pragmatism)’
에 입각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소주제와 관련된 정량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9) 정재호(2016),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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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접근법
본 연구의 접근법은 특정 이론을 통한 분석을 진행한 후 이를 역으로 접근하
여 현실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본 연
구의 주제가 다분히 미래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면서 현실 지향적이기 때문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중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형태발생 사회이론(morphogenetic social theory)’을 활용한
분석틀을 설계한다. 이는 기존 사회과학의 주류 이론인 ‘실증주의(positivism)’
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과학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경험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다.10) 이 이론은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심
분석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의 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11) 특히
이 분석틀은 비교 사례 분석이나 정량 기법에 의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영역
에서 그 유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생 사물이나 다를 바 없는 새로운 동북
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와 중국 관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분석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시나리오의 구체화와 반증 가능성
상기한 연구 방법과 접근법은 시나리오 방식의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시나리오 분석은 일반적으로 존재
하는 모든 이념형과 이론을 통해 예측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결여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거나 시나리오별 가능성을 평가하는 형태가
10) 김선희(2012).
11) Archer(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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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쉽다. 이로 인해 시나리오 서술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기보다는 정책적
예측과 실현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되는데,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
이 사라진 이러한 방식은 결국 현실 정책의 개선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념형을 따라가면서도 이러한 이념형이 현실에서 부딪히
는 요소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하여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유전자에 의해 특정한 종이 결정되어 각각의 개체는 자신이 하나의
종으로서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 개체의 전진과
후퇴는 해당 개체의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형태발생 사회이론’과 ‘교차 역할 게
임’은 용어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적인 내용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는 이념과 논리에 따른 열거와 추론 가
능한 모든 사건의 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은 열거식 시나리오 구성보다 비판과 반론에 직면하기 쉽다. 이는 연구
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시나리오의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구체화함으로써 반증
가능성을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한 학술적ㆍ정책적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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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1. 이론적 배경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3. 소결

1. 이론적 배경
형태발생 사회이론은 비판적 실재론12)의 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을 토대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의 기제와 과정
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마거릿 아처(Margaret Archer)에 의해 제출된 형태발
생 모형은 비판적 실재론을 경험적으로 적용한 연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구체
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분석적 이원론이나 시간성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기존의 구조와 행위, 발현성 등과 관련된 비판적 실재론에서의 주요 논점
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13)
형태발생 사회이론은 실제 존재하는 층화된 ‘실재’가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
해 규명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실재론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구조의 ‘물화(reification)’나 행위의 ‘환원주의(reductionism)’ 그리고 구조
화 이론에서의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
적 실재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은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14)을 토대로 개인과 사회가 각각의 영역을 가지며,
사회 즉 구조는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발현하는 동시에 개인들
내에 실재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
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시간성에 대한 고려,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행위 변수의
분리와 연계, 물질적 구조와 이념적 문화의 구분 등을 토대로 사회시스템의 연
속과 변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 방법론은 구조와 행위가 시기적으로 구분
된다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속성인 ‘발
현성(emergent property)’의 역사성을 토대로 한 방법론으로 사회적 실재가

12)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론이라는 철학과 비판적 사회과학의 통합을 통해 대두된 과학철학의 사조이며,
Roy Bhaskar에 의해 정립되어 Andrew Sayer, Andrew Collier 등에 의해 발전되면서 사회과학에
적용되고 있다. 김선희(2009), p. 230.
13) Carter and New(2004).
14) Bhaskar(1979); Bhaskar(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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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화(stratification)’되어 있어서 구조와 행위자의 발현적 속성이 서로 각
자에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와 행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즉 구조와 행위가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고유한 발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와 행위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이원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15) 이 점은 본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가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안에 존재하는 각 주체의 행위 변화를 분석의 핵심으
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발생 사회이론에서는 사회구조의 연속과 변화에 대한 기제와 과정을 시
간에 따른 구조ㆍ문화ㆍ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구조-문화적 ‘주
기(cycle)’로 파악한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물질과 이념적 차원에서의 구
조와 문화의 제약 속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상황논리하에서 기득권에 대한 판단
과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상호작용의 결과가 기존 시스템의 재생산인지 아니면
변형인지를 결정하며, 이는 각 행위자들의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에 따른 사회
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외화되고 현상화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각각 구조, 문
화 그리고 행위자별로 이른바 정교화 단계로 들어선다.

15) Archer(1985), pp.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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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형태발생 사회이론의 논리 구조

자료: 김선희(2012), p. 350.

[그림 2-1]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 및 문화적 조건화
인데 형태발생 주기의 첫 번째 단계에 속한다. 이는 행위자가 직면하게 되는 상
황에서의 객관적인 제약조건으로 물질적 속성과 이념적 속성은 각각 구조와 문
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구조와 문화의 영향력, 즉 구조ㆍ문화적 조건은
시스템의 발현적 속성과 이에 따른 상황논리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16)
시스템의 발현적 속성은 구조ㆍ문화적인 기득권 연합의 관계적 속성에 따라
구성되는데, 기득권 연합은 다수의 소속 주체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기회비
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 기득권 연합의 관계적 속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물질 구조적 측면에서 기득권 연합의 이해관계의 상호의존
성 정도를, 다른 하나는 문화 이념적 측면에서 기득권 연합이 갖는 지배적 가치
의 사회적 수용성 정도를 의미한다. 전자는 ‘필요적(necessary)/조건적인
(contingent)’ 경우로 그리고 후자는 ‘양립 가능(compatible)/양립 불가능
16) Ibid., pp.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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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atible)’의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물질 구조적 차원에서 필요적인 경
우는 기득권 연합이 상호의존적 관계인 경우이며, 조건적인 경우는 기득권 연
합이 상호의존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이념ㆍ문화적 차원에서 양립 가능한
경우는 기득권 연합의 지배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경우이며,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기득권 연합의 지배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요 행위자 간 관계적 속성으로 규정된 이와 같은 구조와 문화의 발현성은
행위자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논리를 이끌어낸다. 상황논리는 행위자에
게 적절한 신념체계와 행위를 유도하는 방향 설정을 통해 작용하게 된다. 상황
논리는 행위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행위자로 하여금 상
황적 맥락하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상황논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17)
한편 구조ㆍ문화적 발현적 속성의 결합에 따른 구조ㆍ문화적 상황논리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는 구조ㆍ문화적
으로 ‘보호(protection)’의 상황논리가 형성된다. 기득권 연합 간 이해관계가
호혜적 측면에서 필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기득권 연합의 지배 가치 및 이
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서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기득권 연합은 기회비용
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호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둘째,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적으로 ‘타
협(compromise)’, 문화적으로 ‘혼합을 통한 수정(correction leading to
syncretism)’이라는 상황논리가 형성된다. 기득권 연합 간 이해관계가 필요적
관계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 일반의 가치가 기득권 연합의 지배가치와
양립 가능하지 않는 이념적인 조건과 결합될 경우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
존 체계에 대한 수정을 위한 상호 타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조건이 형성
된다.
17) Ibid.,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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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는 구조적으로 ‘기회주의(opportunism)’,
문화적으로 ‘자유행동(free play)’이라는 상황논리가 형성된다. 사회 일반의
정서가 기득권 연합의 지배가치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고 수용적인 상황인 경
우에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수정보다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득권 연합은 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결부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연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조건이 형성된다. 넷째, 기득권 연합 간 이해관계도 조건적이고, 기득권 연
합 간 지배가치가 공유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 일반의 정서가 지배가치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양립 불가능한 조건인 경우에는 기득권 연합 간 구조적으로 ‘배
제(elimination)’, 문화적으로 ‘선택 강요(forcing of choice)’라는 상황조건
이 형성된다.18)
형태발생 주기에서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즉 구조ㆍ문화의
발현성에 따른 상황논리가 도출되면서 구조･문화적 조건화가 형성된 이후 행
위 주체는 각자의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시스템의 재생산 혹은 변형으로 반영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때 적극적 혹은 주체적 행위자는 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ㆍ문화적 조건이라는 제약하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전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
다. 이 적극적 혹은 주체적 행위자는 구조와 문화의 종속물이 아닌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19)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는 구조ㆍ문화적으로
보호의 상황이 형성되면서 행위자의 ‘방어적인(defensive)’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타협, 문화적으로는 혼
합을 통한 수정이라는 상황논리하에서 행위자가 ‘양보적(concessionary)’ 행
태를 보인다.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기회주의, 문화적
18) Ibid., pp. 218-245.
19) Ibid., pp. 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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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유행동이라는 상황논리하에서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제거, 문화적
으로는 선택 강요라는 상황논리하에서 ‘경쟁적인(competitive)’ 행태가 나타
난다.20)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발현적 속성에 따른 상황논리와 상호작용의 대응유형
발현적 속성

구조적 상황논리

문화적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필요적/양립 가능

보호

보호

방어적

필요적/양립 불가능

타협

혼합 수정

양보적

조건적/양립 가능

기회주의

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조건적/양립 불가능

제거

선택 강요

경쟁적

자료: 저자 작성.

형태발생 사회이론 주기의 세 번째 단계는 구조와 문화의 정교화이다. 형태
발생 사회이론은 시스템 유지와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공한
다. 시스템의 연속은 구조ㆍ문화적 기득권 집단, 즉 기득권 연합이 서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존적인 경우에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사회 전반에서 수
용되어 구조･문화적으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 기득권 연합이 보호 및 방어의 행
태를 보이면서 나타난다. 강력한 구조적 이해와 상호 양립 가능한 이념의 결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발현적 속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 패
턴의 ‘형태균형 주기(morphostatic cycle)’가 유지된다. 필요적 관계이지만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조와 문화 어느 한편에서 필요적 보완관계가 나타날
경우에는 시스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형태균형의 경우는 구조ㆍ문화적 형태균형이 일치함으로 인한 정태적 상황
에서 비롯된다. 구조와 문화의 형태유지 성향은 엘리트와 물질적 자원의 집중
으로 주도권을 쥔 헤게모니 집단이 자신들의 이념을 사회에 재생산시킴으로써
20) Ibid., pp. 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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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안정적 상황이 된다. 즉 구조와 문화의 ‘호
혜적(reciprocal)’ 영향으로 인해 현상 유지의 경향이 강화된다.21) 반면 기득
권 행위자가 서로 상이한 입장에 따라 해결이 어려운 경쟁적 구조ㆍ문화적 지
향을 갖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변형이 나타난다. 기득권 연합 사이의 물질적 이
해관계가 조건적 관계로 변화될 경우 기존 시스템의 변형을 모색하게 되지만,
문화적으로 기존 지배이념이 양립 가능한 조건일 경우에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연합 간 조건적 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문화적 이념적 조
건과 결합할 경우에는 상호 경쟁 및 배제와 같은 상황논리가 도출되면서 ‘불안
정한 형태발생(non-stable morphogenetic)’ 주기가 나타나서 변화가 나타
나게 된다.22)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체계의 연속과 변
화를 설명한 형태발생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재구성하며, 이를 바
탕으로 한 분석틀은 [그림 2-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형태발생 사회이론
의 적용 대상을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형태발
생 사회이론에서 제시된 구조 및 문화의 발현성은 상황논리에 직접 영향을 주
는데, 이들은 동북아 안보환경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선재성을 그리
고 내용적으로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

21) Archer(2000), p. 270.
22) Ibid., pp. 3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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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외생 변수의 영향하에 형성된 동북아 안보환경은 그 자체로 각 행위
주체들에게 기득권과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의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내생 변수’로서 기능한다. 한편 형태발생 사회이론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바로 이러한 환경적 차원의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은 각 행위 주체가 동북아 안
보환경 내에서의 물질적 차원의 협상 지위와 이념적 차원에서의 교섭 강도, 즉
각자의 역량에 기반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 전략으로 치환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구조 및 문화적 정교화는 각 행위 주체의 행위 전략 간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서 나타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의 초기 조건을 고착화시키고 물질화
시키는 각 행위 주체들의 행위(조치와 정책 등)와 이 행위들의 조합인 제도와
질서 등을 의미한다.

그림 2-2.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메커니즘 분석틀

제도적 조건
외생적 조건
- 국제질서

패권
세력

도전
세력

상호작용

제도적 정교화

내생적 조건
- 동북아 국제관계
이해
구조
필요적/
조건적

이념
수용성
양립/
가능성

상황
논리
파트너
십
특성

행위 전략
- 보호
- 타협
- 기회주의
- 배제

역내
안보
정책
산출

역내
안보
정책
형성

역내 안보질서
연속 /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내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하여 행위 주체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 조합물로서의 관계 내지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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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외생 조건의 출현은
2012년부터 현상화된 미국의 정책 변화, 즉 ‘아시아 재균형’과 이에 대한 중국
의 대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생 조건에 대해 동북
아 안보환경은 내재적으로 그 기득권 질서와 각 행위 주체의 기회비용의 계산
에 따라 행위 전략이 선택되고, 그 결과의 조합으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된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된 각각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더욱 구
체화할 수 있다. 먼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외생적 조건은 내생적 조건인 동
북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주는 국제질서와 지역질서가 상호 연계된 형태가 된
다. 다시 말하면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과 중
국이라는 행위자들의 국제 및 지역 질서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의미하는데, 물
론 이는 물적 및 이념적 측면의 변화를 내포한다. 다음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의
내생적 조건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미-중-일-러한국-북한 등의 주요 행위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는 각 행위 주체 간의
안보 이슈를 둘러싼 구조를 지칭한다. 이 구조 안에는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기
득권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외생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논리가 작동하
며, 이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각각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
논리는 외생 조건의 하부 구성요소인 구조와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표
2-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두 네 가지의 대응되는 상황논리 유형으로 구분
된다. 그리고 이 환경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 다른 행위 주체들은 각자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이해(interest)’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각자의 행위 전략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이는
각 행위자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석에 집중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행위 주체에 대해 보조적으로 분석에 첨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판단하에 이 두 국가를 기득권 연합으로 분류하고, 환경 형성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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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득권 연합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
회비용을 고려하여 다른 행위 주체에게 합리적인 행동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기득권 연합은 ‘미-중 관계와 이익 구조’로 치환할 수
있다. 또한 행위 주체인 각 국가는 구조 및 문화적 조건화에 기반하여 각각의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를 토대로 한 행위 전략을 채택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는 기득권 연합과 다른 행위 주체들로
이분화한다. 이분화라는 의미는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그룹화는 각 국가가 스스로의 교섭 강
도와 협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고착화는 아
니며,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 주체의 전략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동
북아 안보환경이 조성된다. 그다음 단계는 이 새로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
도적 정교화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기득권 연합이 이를 물적으로 공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생성 및 실행하고, 이에 대해 다른 비 기득권 국가
들의 행위들이 나타나며, 이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제도적 정교화 과정이
나타난다. 물론 이 과정의 결과로 인해 애초에 형성되었던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은 기존 의도대로 안착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요인은 행위 주체의 수, 각각의 내재적 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의 빈번함 등 매우 복잡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 기득권 국가 행
위 전략 간의 상호작용의 실재 과정이라고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
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
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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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형태발생론이다. 이 이론은 비판적 실재론의 철학적 견
해와 분석적 이원론이라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과학철학의 한 사조로서 기존의 실증주의나 협약주의적 과학관 모두
지식의 대상인 실재가 인간의 의식과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세계 즉 실재는 인간의 지식 혹은 의식과는 무관
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층화 및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또
한 분석적 이원론은 사회적 구조와 행위자의 발현적 속성이 선험적으로 융합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에게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발현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형태발생론은 이
두 요소를 통합하여 사회시스템의 연속과 변화의 기제와 과정, 즉 동학을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
명하는 이론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물질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이념 등의 사회 및 문화적 조건을 규명하고, 이러한 조건의 영향하에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구조 및 문화적 정교화의 결과로서 사회현상의 변화가 발
생한다는 설명논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분석틀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의 동학은 제도적 조건의 영향하에서
양자가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교화하여 다음 시기의 제도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조건은 강
대국 간 관계와 개별국 간 관계로 구성된 외생적 조건, 즉 동북아 국제관계와
이에 영향을 받는 필요 혹은 조건적 이해구조, 양립 가능 혹은 불가능의 이념수
용성 그리고 구조와 문화적 차원의 상황논리의 조합인 내생적 조건 즉 한-중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양국관계의 속성에 기반하여 양국은 각각 보호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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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ㆍ기회주의ㆍ배제 중 하나의 행위 전략을 채택하고, 그 결과 방어ㆍ양보ㆍ기
회주의ㆍ경쟁 중 하나의 상호작용 유형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상대국에 대
한 정책 산출 및 특정한 양국관계의 형성이라는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는 다음 시기 중국과 한반도 관계라는 내재적 조건에 영향
을 미친다.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 39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3. 소결

상술한 분석틀을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에 적용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기
본적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그 동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 변
화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이 두 시기의 상이점에 대한 도출을
시도한다. 이 두 시기는 1953년부터 1991년까지이른바 냉전 시기와 1992년
한-중 수교로 인해 현상화된 이 지역에서의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의미한다.
더불어 각 시기의 구체적인 중국-한반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본 연구 분석의 초기 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1992년 이전 시기
동북아 안보환경이다. 이 시기 동북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형
성된 냉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안보환경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는 냉전
기에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국제적
으로 가장 첨예한 경쟁과 대립 양상을 보여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먼저 이 시기 이 지역 안보구조의 메커니즘을 살펴본 뒤 중국과 한반도 관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이 시기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이 중심이 되
어 한국-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과 중국이 각
각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관계는 구조와 문화적 차원에서 군사적
동맹과 이념적 합일성을 결합한 것으로 매우 공고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의 발현적 특징은 필요적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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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양립 불가능한 발현적 속성을 가지게 되며, 구조적으로는 상대 진영에
대한 ‘제거’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선택 강요’라는 상황논리가 작동한다. 즉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과 이념적으로 중간 지대가
없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논리하에서 행위 주체
인 동북아 각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각각의 최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에 편입되게 된다. 한편 이들 두 최강대국이라는 기득
권 연합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냉전 질서 해체보다는 유지에
필요한 기회비용이 더 적다는 고려에서 각 진영의 위계질서를 통한 냉전의 유
지와 존속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개별 행위 주체 역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에 걸친 중소 분쟁 등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진영 논리에 충실한 행위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그 결과인 상호작용의 유형은 ‘경쟁’적인 것으로 현상화되었다. 물론 이
냉전기에 사회주의 진영에 비해 자본주의 진영이 상대적으로 더욱 확고하고 안
정된 상황이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진영 붕괴에 대한 외재적 차원의 한 원인으
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 3-1]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 연구 분석의 초기 조건인 냉전기의 동북아 안보환경이다.

표 3-1. 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발현적 속성

구조적 상황논리

문화적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필요적/양립 가능

보호

보호

방어적

필요적/양립 불가능

타협

혼합 수정

양보적

조건적/양립 가능

기회주의

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조건적/양립 불가능

제거

선택 강요

경쟁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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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1) 중국-한국 관계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까지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냉전이라는 구조
로 인한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략적 경
쟁 체제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독
자적인 외교적 공간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23) 이에 이승만 정권부터 박
정희 정권까지 양국의 공식적인 접촉은 정전협정을 통해 보장받은 판문점에서
의 회동을 통해 아주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고, 양국이 직접적으로 협
상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통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1961년
9월 중국 공군 조종사 두 명이 망명을 시도하였을 때 한국정부는 중국이 아닌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주하였던 타이완 정부와 협상을 하였고, 또한 중국 수역
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억류된 한국 어선과 어부들에 대한 중국 측의 송환 요
구 역시 양 국가 사이의 연결 통로 부재로 인하여 협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는 1970년대 초에 들어 국제전략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
환되게 된다. 1971년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고, 연이어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공식 방문하면서 한국정부 역시 대동북아 전략 수정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잠재적
인 영향력을 인식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24) 다시 말하면 중국이 먼저 한국에 적대
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
로 한국전쟁 이후 적대국으로 간주하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게 변하고
있었다.25) 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23) 정재호(2011), p. 41.
24) Oberdorfer(1997), pp.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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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1972년 ‘대외통상법 2조’를 수정하여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모
든 공산국가들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26) 또한 주
요 언론들 역시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않으면서 외
교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정부는 1973년 서해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최
초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였고, 1974년 9월에는 공산국
가들과 우편물 교환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내보였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
망 이후 사인방(四人帮)의 실각과 권력 승계 등으로 인한 중국 정치권의 내부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1978년까지 양국관계는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려웠다.
중국 내부의 권력 승계와 관련된 갈등이 정리가 된 후에 양국은 보다 더 진전
된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1978년 9월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사(新
華通訊社)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논평하였고, 이어 11월
박정희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경원은 홍콩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다.27) 아울러
같은 해 12월 리창(李强) 중국 대외무역부 부장은 홍콩에서 중국이 한국-이스
라엘 등과 교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28) 물론 양국의 비공식적인 교역은
이미 1976년부터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그 교역 규모가 약 1,900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지만 이 시기 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도 없었고,
접촉할 수도 없었다.
이후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다. 1979년 1월 27일 중국 공산당 기
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기존에 한국을 지칭하던 ‘꼭두각시 정권(傀儡政
權)’이라는 표현이 아닌 ‘박정희 당국(朴正熙當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25)
26)
27)
28)

정재호(2011), p. 42.
정재호(2016).
정재호(2011), p. 44.
김영문(198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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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한국에서도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 모
색을 위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29) 특히 1983년 중국 민항
기 불시착 사건은 양국간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공식접촉과 외교협상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30) 중국의 민항기가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어 춘천 공군기지에 불시착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중국은 대표단 파
견을 수락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고,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
투(沈圖) 중국민항총국(中國民用航空總局) 국장을 대표로 하는 33인의 중국 측
공식대표단이 방한하여 한국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이 우호적인 분
위기 속에서 해결된 이후 중국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기구 주관 회의에 한
하여 한국정부 관리들의 참석을 허용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이 참
가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31) 이렇듯 관계 개선의 탐색기라고 할 수 있는
1979~83년 사이의 양국관계는 다양한 유형의 중개인들을 통한 간접적ㆍ비공
개적 무역 즉 간접적인 경제협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의 필요
성을 인정하였던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냉전이
라는 동북아 지역의 구조 속에서 한-중 양국은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으며, 아울러 북한과 타이완의 지속적인 민감한 반응을 감수해야 하였
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북한과 소련의 관계 개선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카드’를 활용하려 하였고, 개혁개방 정책이 확대되면서
자본과 고급 기술의 확보를 위해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모색하였다. 이에 중국
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금지를 풀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 홍콩을 통
한 간접투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완구 생산업체가 최초로 중국 광둥성(廣東
省)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32) 이러한 양국의 경제협력은 여전히 교역을 중심
29)
30)
31)
32)

정재호(2011), p. 96.
민항기 불시착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성일(2009)을 참고.
신명순(1985), pp. 64~66.
정재호(201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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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 교역 내역을 보면 한국은 사료용 곡물ㆍ옥수수 등
의 농산물과 석탄 등 1차 상품을 제3자를 통한 중개무역을 통해 수입하였으며,
중국은 전자기기ㆍ섬유ㆍ철강과 같은 반(半) 가공제품과 완성품을 수입하였다.
특히 사료용 곡물과 옥수수가 과잉 생산된 중국은 이에 대한 수출 방안을 모색
하였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였으며, 중국은 자국
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되는 인조섬유와 방직품을 수출하는 등 양국
간에 수직적 분업이 이 시기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국간의 교역 규모가 1984년 4억 6,200만 달러에서 1987년 16억 7,900억 달
러로 급성장하면서 한국은 단기간에 중국의 7대 교역국가로 성장하였는데, 이
는 이미 북-중 간 교역 규모를 크게 상회한 수치였다. 이처럼 양국의 경제교류
는 냉전이라는 구조로 인한 정치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갔
다. 더 나아가 이 시기의 스포츠 외교 역시 양국간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4년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 한국을 초청하였으며, 우쉐첸(吳學謙) 외교부 부장은 1988년 서울올림
픽에 중국의 공식적인 참가를 분명하게 밝혔다.33) 이와 맞물려 1985년에 이미
국제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서는 ‘한국’ 및 ‘중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등
수교 이전 양국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3) 정용석(1984),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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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관계 개선 초기 단계의 한-중 교역(1979~87년)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교역 총액

대중 수출액

대중 수입액

홍콩 경유

1979

19

4

15

-

1980

188

115

73

80

1981

353

205

148

219

1982

129

48

81

150

1983

134

51

83

160

1984

462

229

233

345

1985

1,161

683

478

604

1986

1,336

715

621

653

1987

1,679

813

866

-

자료: 정재호 편(2011), p. 103.

이처럼 경제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얻었던 경험은 더 적극적인 상호
접촉과 협력 확대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1987년 ‘북방정책’을 내세운 노태우
정권의 등장과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여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중
국의 인민일보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와 함께 다양한
한국 상품에 대한 상업광고를 싣기 시작하였고, 1989년 1월 중국국제무역촉
진위원회(CCPTIT)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양국간 무역사무소 설립
에 대한 협의를 정식으로 제안하였다.34) 그러나 이러한 한-중 관계의 정상화
에 대한 장밋빛 추측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타
격을 입게 된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양국간의 대화와 교류는 일시 중단되었고,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대 중국 수출이 16% 감소하는 등 그간 협력을 뒷받침하
였던 교역 역시 둔화되면서 대외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한-중 관계의 취
약성이 부각되었다.35)

34) 정재호(2011), p. 121.
35) Chung(1990),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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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역의 증가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양국관계의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36) 예를 들어 한국은 최초로 중국에 대한 ‘공동 융
자(syndicated loans)’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화물도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직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도 1990년 상반기에
만 총 3,500만 달러 규모의 19개 합작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는데, 이처럼 증가
된 대 중국 투자는 중국이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결국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에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로 볼 수 있다.37) 더 나
아가 1991년에는 58억 1,200만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토대로 양
국은 무역사무소 설치라는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무역
사무소 설치는 경제교류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 수준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1991년 6월 중국 세관
(海關)은 처음으로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면서 공
식 국호인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38) 그 외에도 1989년 6월에는
양국간 페리 노선이,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는 등 양국
은 냉전 초기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의 간접적이지만 지속적
인 교류는 결국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즉 냉전 시기
의 한-중 관계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
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양국은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었다.

2) 중국-북한 관계
냉전 초기의 북-중 관계는 이념적인 동질성과 함께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36) 정재호(2011), p. 123.
37) Johns(1989), p. 68.
38) KOTRA(20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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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공유 그리고 이어진 미-소 대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로 매
우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더불어 북한
에 대한 전후 복구건설 지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켰으
며, 중국 지도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에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도 중국은 1958년까지
중공군의 34개 사단 이상이 북한 지역에 남아 북한을 지원하였다.39) 이러한 양
국관계는 1950년대 말 중-소 분쟁으로 인하여 더욱 긴밀해지는데, 이를 바탕
으로 1958년 9월에 향후 3년간 상호 중요물자 공급을 약속하는 장기 무역협정
과 중국의 대북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북-중 간 장기 무역협정은 현
금 결제가 아닌 구상(求償) 무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0) 또한 1960년 북-중 간 동맹관계를 규정
한 새로운 조약체결을 추진하였고, 1961년 7월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우호
합작과 군사원조 조항 등을 담은 공식적인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
아가 중-소 분쟁이 지속되었던 이 시기에 북한은 분명하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
을 지지하면서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소련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로동신
문은 1962년 봄 ‘수정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자’,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
자’ 등 레닌의 논문들을 게재하면서 소련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고, 아울러 김
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상호 비공식 방문을 비롯하여 1963년 최용건 북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류사오치(劉少奇)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상호
교환방문 하는 등 각종 교류와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북한은 냉전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이념적 동질성으로 맺어진 동맹관계
로 볼 수 있으며, 1950년대 말부터 이어진 중-소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흐루시초프(Khrushchyov)의 실각과 함께 소련에
39) 이종석(2000), p. 206.
40) 위의 책.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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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도부가 등장하고 중국에는 문화대혁명(cultural revolution)이 발발하면
서 동맹을 유지하였던 북-중 관계에도 미묘한 갈등이 오게 되었다. 북-중 관계
의 균열을 초래한 최초의 사건은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함께 들어
선 소련 신지도부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상반된 평가였다.41) 중국 지도부는 새
로운 소련 지도부에 대해 여전히 ‘수정주의자(revisionist)’라는 부정적인 생각
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소련의 신지도부를 긍정적
으로 평가한 것이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더불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응을 둘러싼 이견 역시 북-중 관계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갈등은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더 공개적인 갈등 관계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난하였
고, 북한 지도부 역시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교조주의(敎條主義)적인 행태’라
는 간접화법을 사용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42)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관계
는 오래가지 않고 1969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풀리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69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산당 및 노동당 국제회의에 불참을 결정하
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이미 이 회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중국에 북
-중 관계의 개선 명문을 제공한 것이었다. 결국 그해 10월 최용건 북한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0주년 기념행사
에 참석하면서 양국관계는 개선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1970년 4월 저
우언라이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경제, 군사 및 친선 대표단 등이 상호
방문하며 양국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였고, 그해 10월 김일성이 베이징을 비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관계는 외형적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에 들어서 북-중 관계는 정상화되어갔으나 1960년대 초반
과 같이 긴밀한 내적 유대관계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1970년대 중
41) 吳冷西(1999), p. 838.
42) 이종석(2000),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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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까지 중국 내에 남아 있던 문화대혁명의 여파와 내부적인 정치적 격동이 지
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북-중 관계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이는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체
제의 공식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을 필두로 하는 개방
노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여서 양국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간 친교 및 상호 교감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중 최고 지도자들은 빈번하게 서로를 방문하였는데, 김일성은 1982년과
1984년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김정일 역시 1983년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
산당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덩샤오핑과 면담하였다. 중국도 덩샤
오핑과 후야오방이 1982년 평양을 공식 방문하였고, 펑전(彭眞) 전국인민대표
대회 위원장도 1983년 당정(黨政)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후
야오방은 그 이후 1984년과 1985년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총 130여 개,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 역시
총 180여 개에 달하였다.43)
그러나 이러한 양측 지도부 간의 빈번한 방문과 가까워지는 정치적 교감과
는 반대로 중국의 심화되는 개혁개방 노선, 1979년 중-미 수교, 그리고 급속도
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 관계라는 중국의 대내외적인 변수들은 북-중 관계
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교역에 있어서 북-중 교역량은 1980년
에만 해도 한-중 교역량보다 3배 이상 컸지만(북-중 교역량: 6억 7,700만 달러,
한-중 교역량: 1억 8,800만 달러), 이 추세는 198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역전
되었다. 1990년에는 이러한 한-중 교역량이 북-중 총교역액의 약 7배를 넘어
서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 또한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어진 중소 관계 정상화와 연이어 이어진 사회주의권의 몰락, 더 나아가 1990년 9월 한
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화를 야기시켰고, 이는 북한에 서방 국
43) 이종석(2000),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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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의 대외관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환영하였고, 북한 역시 탈냉전이라는 현실
적인 환경을 인식하였으나 개혁개방을 기조로 하는 중국 노선에는 일정한 거리
를 두고 있었다.44) 즉 냉전 시기 북-중 관계는 냉전이라는 동북아 지역의 구조
적인 환경 속에서 중국 내부의 정치적 환경과 그 변동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맹적인 성격을 줄곧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1990년대 초 탈냉전으로 인한 역내 정치적 환경의 전환, 한-소 수
교 및 한-중 수교 등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었고, 이는 북한이 ‘핵 카드’
를 선택하게 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이 ‘절반의 탈냉전 시기’는 1992년에서 2011년까지와 그 이후부터 2017년
까지의 두 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시기를 나누어 살펴
본다.

가. 절반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1) 1992~2011년 시기
이 시기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크게 외생과 내생의 양 측면을 포함한 ‘제도적
조건’과 이 조건하에서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해당 시기 동북아 안
보환경의 형성을 의미하는 ‘제도적 정교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4) 위의 책,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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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적 조건
(1) 외생적 조건: 탈냉전의 도래로 인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
이 시기는 국제적인 탈냉전 시기로서 1991년 소련의 붕괴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unipolar)’로 변화되었다. 보다 세분화한다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미/소 양
대 진영의 대결체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미-소-중-일 4강
체제로 재편되었다가 1991년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변한 것이
다.45) 이 같은 변화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는데, 그 결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일-중-러 4강의 합의
하에 19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이다.
(2) 내생적 조건: 동북아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 제고 및 전략적 재편 가능성
증대
상술한 외생적 조건의 변화는 동북아 행위 주체들의 행위 유형이 변화하는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냉전기의 상황과는 달리 각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증대되는 조건을 형성하였
기 때문이다. 즉 상술한 분석틀에 따르면 탈냉전기 국제적 차원에서의 단극질
서와 동북아에서의 4강 질서라는 기득권 연합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
에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므로 필요적 속성을 띠게 된다. 또한 기득권 연합의
이념 수용성 정도는 높아지므로 양립 가능의 상황이 발생한다.

나) 상호작용: 보호적 행위 전략과 방어적 상호작용
상술한 외생 및 내재적 조건하에서 각 행위 주체는 동북아 안보환경 내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위 전략을 통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한국
은 이 상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분단 상태인 북한과 1992년
45) 이호재(200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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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표하였으며, 적극적인 북방 정책의 실시로 러시아-중국과 수
교를 맺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 지역 안보환경의 전반적인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의혹과 사찰 문제 등으로 미국 및 다른 국
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북한은 소외된 상태로 다른 국가들 간의 이익 합치 정도는 높아졌다. 다시 말하
면 북한은 이 시기에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현 기득권 연합의 의도를 보호하고, 당시 환경을 방어하는 상호작용을 펼치게
됐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발현적 속성

구조적 상황논리

문화적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필요적/양립 가능

보호

보호

방어적

필요적/양립 불가능

타협

혼합 수정

양보적

조건적/양립 가능

기회주의

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조건적/양립 불가능

제거

선택 강요

경쟁적

자료: 저자 작성.

다) 제도적 정교화: 동북아 안보환경의 현상 유지와 적극적 조치 시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은 북한을 소외시킨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일정한 의견 합치를 이룬 가운데 현상 유지와 이를 고
착화하려는 적극적 조치를 시도해왔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이 시기에
연이어 핵 보유국화 시도를 진행해왔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
지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현상 변경 보다는 유지의 방향으로 각종 조치를
취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이 시기인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시작으로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2차 핵실험 등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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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동북아 국가들은 정치ㆍ경제적 상호교류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왔는데, 1994년 ‘제
네바 북-미 간 기본 합의서’ 채택과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 시도들은 그 초점이 현상 유지와 온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역으로 다른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강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46)

2) 2012~17년
가) 제도적 조건
(1) 외생적 조건: 미-중 경쟁 구도의 가시화
2010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의 외생적 조건은 미-중 간 경쟁 구도의 가시
화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이 급속히 신장된 중국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에서도 패권에 도전하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이다. 201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Foreign Policy>에 “America’s Pacific
Century”라는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정책 변
화의 시작을 알렸으며,47) 곧이어 2012년 미국정부는 이 정책을 공식적인 외교
노선으로 설정하였다.48) 미국으로서는 2010년 이라크 전쟁 종식과 아프가니
스탄 전쟁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다시 아시아에 주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
여준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급격하게 국력이
신장되면서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실행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2년 시진핑 체제 수립 이후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46) 조성렬(2014), pp. 78~80.
47) Clinton(2011. 10. 11), “America’s Pacific Centur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30).
48) Department of Defen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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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외교 정책 기조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였는데, 대표적
인 것이 미국 등 기존 강대국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자는 ‘신형대국관계(新
型大國關系)’ 수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자국이 국제질서에서 강대국으로 부
상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
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연설을 통하여 중
국의 강대국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중국의
이런 의지를 구체화한 정책들과 조치들이 전 방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되
었다.49) 이는 ‘도광양회, 유소작위’로 집약되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주동진취, 적극진취’ 방침으로의 변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주
동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패권국과 도전국과의 관계
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미 ‘지역적 동
급 경쟁자’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
속적인 부상이 2030년경에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
기도 하였는데,50) 이는 중국과 미국이 향후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로 진입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내생적 조건: 조건적 이해구조, 양립 불가능 이념, 경쟁적 파트너십
절반의 탈냉전기에 동북아 지역의 각국은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을 제
외하고는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 상호 필요한 관계였으며,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더불어 사실상 이념 대립이 사라지면서 이념적으로도 양립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이 지역의 기득권 연합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특히 안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보다는 갈등적인
요소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구조는 조건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또
한 미국은 중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 또는 적대국으로 간주하려
49) 장샤오밍(2014), pp. 11~14.
50) Chung(2015), pp.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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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증대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부정 및 적대적인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51) 이념적으로도 기존의 양립 가능에서 최소
한 양립 불가능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동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탈냉전기의 동북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다는 기회비용 차원에서의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
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용인하였을 경우 역내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
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역내 견제를 넘어선 ‘봉쇄’에
대해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시에는 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52) 따라서 이 두 국가는 안보 영역에서 경
쟁 구도로 진입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일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논리는 구조적으로는 ‘제거’, 문화적으로는 ‘선택 강요’이며, 양 진영
이 서로 경쟁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진행되었다.

나) 상호작용: 집단 간 경쟁적 행위 전략
상술한 외생 및 내생적 조건하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행위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
로 모든 행위 주체는 경쟁적이다. 둘째, 만약 특정 환경 내에서 단수가 아닌 복
수의 기득권을 가진 주체가 존재한다면 이들은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
정 기득권 주체들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른 행위 주체들을 자신의 세
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서는 집단 내보다는 집단 간 경쟁이 격화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동북아는 미국
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집단으로의 이분화가 진행되고, 이들 간에는 경쟁적
51) 정재호(2011), pp. 143~144.
52) 박건영(2013), p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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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전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집단화 구축이,
후기에는 집단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미이다. 동북아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냉전기와 유사하게 현상화되어서 2012년 이후를 ‘신냉전’이라 칭하기도 한
다.53) 이후 이 상황에 대한 제도적 정교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다) 제도적 정교화: 적극적 집단화 시도와 집단 간 경쟁
이 시기 동북아에서는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집단화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양국은 이를 안착시키고 제도적 차원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은 정치ㆍ경제적으로 사실상 중국
을 봉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는데, 중국을 제외한 이 지역 국가들을 경제적
인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한 것이 대표
적이다. 아울러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지
지하였고,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미-일 동맹 방위선 안에 포
함하였으며, 나아가 한-미-일 간에 군사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
역지대(FTAAP)’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에서 아시아 지역안보 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 주도로 2001년
에 창설한 ‘상하이 협력기구(SCO)’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내 안보 구도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
속적으로 보여주었다.

53) 권명아(2016), pp. 11~13.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 59

표 3-4. 2012년 이후 시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발현적 속성

구조적 상황논리

문화적 상황논리

상호작용 유형

필요적/양립 가능

보호

보호

방어적

필요적/양립 불가능

타협

혼합 수정

양보적

조건적/양립 가능

기회주의

자유 활동

기회주의적

조건적/양립 불가능

제거

선택 강요

경쟁적

자료: 저자 작성.

나. 절반의 탈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이 부분에서는 상술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배경하에서 한반도와 중
국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관계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민
감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 때문이다. 첫째, 냉전 시기와 달라진 탈냉전 시기의 안보환경 때문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탈냉전 시기에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냉전 구조의 와해로
인해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간 반목과 긴장이 완화되면서 동북아에는 다양하고
도 새로운 양자관계가 생성되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냉전 시기에는 소
련-중국-북한으로 구성된 소위 ‘북방 삼각구도’와 미국-일본-한국이 속한 ‘남
방 삼각구도’ 사이의 균형이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에는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기존의 안보동맹들이 느슨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전
에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국가간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
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는 30년만의 중-소 화해, 한-중 및 한-러 간
국교 정상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북방외교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협력과 유연
한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외교적 입지가 제고되
는 한편 안보적인 위치 또한 상승하였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는 한국의 외
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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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외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54) 따라서 한국에게 탈냉전적 상황은 국익 전반에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이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가 국익에 유리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그 변화가 냉전적 성격의 방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2012년 이후 변화된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상술하였듯이 탈냉전기 동북아는 진영 논리에 기초한 대립에서 벗어
나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였고, 이 가운데 한국 역시 다양한 차원에
서 수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국면의 조성은 동북아 안
보환경을 경쟁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켰고, 양국을 둘러싼 집단화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국간 경쟁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부
상’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성공한다면 종합국력의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미국
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될 것인지, 또한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
히 이 지역 내 국제정치 동학에서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에 가까울 수밖
에 없는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대 중국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
그 난도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탈냉전기에 한국은 안보적으로
는 미국에, 경제ㆍ사회적으로는 중국에 경도된 정책을 구사하면서 국익을 신장
시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격화와 그 결과의 예측 불확실성이라
는 현재의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매우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55)
54) Bedeski(1994), pp. 148-165.
55) 정재호(2011),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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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북관계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가진 대북한 영향력 때문이다. 탈냉전
기 동북아 안보환경에서는 다양한 국가간의 파트너십 형성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국가가 북한이다. [그림 1-1]과 [그림 1-2]를 비교
해보면 북한은 절반의 탈냉전기의 동맹 및 수교 상황이 냉전기보다 악화된 유
일한 국가인데, 탈냉전기에도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남북관계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56) 그리고 이는 역설
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런 민감성과 중요성을
가진 한-중 관계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같은 시기적인 구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안보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와 상대적으
로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영역의 상황, 예를 들면 정치ㆍ군사ㆍ경제 등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1) 1992~2011년 시기
가) 중국과 한국 관계(정치ㆍ군사ㆍ경제)
1992년 역사적인 한-중 국교 정상화부터 2011년까지 양국의 공식적인 국
가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강화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
서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었던 적대
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주권 및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
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
인 선린우호 협력관계로 발전하자”고 약속하였다.57) 수교 초기 ‘선린우호 협력
56) 정재호 편(2011), pp. 167~168.
57) 국가기록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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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시작으로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
계’,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순차적으로 양국관계가
격상되면서 질적 수준에서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갔다. 이와 같이 양
국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
어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상호보완
성이 크기 때문이다.58) 비록 이 기간 동안 비정기적인 갈등 역시 종종 발생하
였지만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매우 순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면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
적으로 정치적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수교 이전에는 정치
적 교류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공관(公館)은 1949년 홍콩에 설치된 주
한국 총영사관이 전부였다. 그러나 수교와 동시에 서울과 베이징에 각각 상대국
의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이후 한국에는 부산(1993)과 광주(2009)에 중국 총영
사관이, 중국에는 상하이(1993)ㆍ칭다오(1994)ㆍ광저우(2001)ㆍ선양(2003)ㆍ
청두(2005)ㆍ시안(2007)ㆍ우한(2010) 등 총 7개 도시에 한국 총영사관이 순
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양국 총영사관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이는 시
기적인 요구와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그 원인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정상들의 방문과 회담에 있어서도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래 2011년까지 총 30여 차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양
국의 정치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신뢰가 쌓여갔다.
이러한 정치ㆍ외교적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강화는 군사 분야의 관계 발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양상쿤(楊尙昆) 국가 주
석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수립 합의 이후 1993년에는 주중 한국 무관부(武館
部)가, 1994년에는 주한 중국 무관부가 각각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양국
의 군사관계는 크게 제한되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서로 적대국가로 인식하였던
기억과 이로 인한 불신과 의구심이 여전히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상
58) 서진영(2004),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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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었던 양국의 군사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1998년 11월
한국 해군 순항 훈련부대가 홍콩에 기항하면서 양국간 군사 교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9년 8월 한국의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
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00년 1월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이 시기에는 군 고위급 인
사들의 상호 방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최초로 양국의 합참
간 군사회의가 성사되었다.
더 나아가 2003년부터 양국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국
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서울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대화, 접촉 강화 및 군사교류 확대’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공식문서에 넣음으로
써 양국의 군사관계 발전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특히 양국의 해군이 2005년
과 2007년에 실시한 공동 수색 훈련은 양국 최초의 연합훈련으로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국이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중
수교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양자관계로 발전하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과
관계 개선은 크게 진전되었다. 이 시기 해ㆍ공군 간 직통전화가 운용되었고, 연
합 수색 구조 훈련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 11월에는 한-중
해ㆍ공군 사이에 팩스를 갖춘 다이얼식 국제전화로 ‘핫라인’이 개설되기도 하
였다.59) 이러한 핫라인은 양국간의 인접 해ㆍ공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
지하고, 재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역
할을 하며,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서해상의 충돌을 감소시키
는 데에 기여하였다.60)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외부적 변수들과
59) 정재호(2011), p. 241.
60) 박창희(2012),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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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대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두둔의 태도 등은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요인
들로 인하여 양국의 군사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그러나 2011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비록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어도 양국간 군사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국 장
관은 고위급 군사대화를 정상화하고, 멀어졌던 군사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
였다. 더 나아가 국방 군사교류 확대와 지역 안보정세 평가,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 조속 체결 및 아덴만 해적 퇴치 활동 협력 등 4개 항이 담긴 공동 언론
보도문을 채택ㆍ발표하였고, 한-중 고위급 국방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그해 7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 군사 분야
에서 양국의 이러한 협력은 국가관계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분야의 협력과 발전은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
대되며 사실상 양국관계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시기
양국의 교역 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분이다. [표 3-5]에서 보듯이 1992년
63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1년 말 2,206억
2,000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
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올라서게 되었다.

표 3-5. 한-중 교역규모 증가 추이
(단위: 억 달러)

연 도

1992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역액

63.8

312.5

1,180.2

1,450.1

1,683.2

1,409.5

1,884.1

2,206.2

수출액

26.5

184.6

694.6

819.9

913.9

867.0

1,168.4

1,341.9

수입액

37.3

128.0

485.6

630.3

769.3

542.5

715.7

864.3

무역수지

-10.7

56.6

209.0

189.6

144.6

324.6

452.6

477.5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12. 30)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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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성
장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
1,341억 9,000만 달러로 약 50.6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수출 증가율 역시
22.9%로 전 세계 평균(11%)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대중국
수출 비중에 있어서도 1992년 3.5%에서 2011년 24.2%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11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477억 5,000만 달러로 한국 최대의 무
역수지 흑자국가로 올라섰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에 있어 최대의 수출 시장이
자 최대의 무역 흑자를 가져다주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서, 이 기간 동안 대중국 투자는 1억 4,100만 달러(1992년)에
서 35억 7,200만 달러(2011년)로 약 25.3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역
시 홍콩과 버지니아 제도를 제외한 국가 중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은 직접투자
를 한 국가로 한-중 수교 이후 2011년까지 양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긴밀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
출은 한국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대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
여도는 3.46%(경제성장률 6.3%)인데, 단순히 교역에 의한 성장뿐 아니라 산업
별로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 한-중 경제 교류
및 협력의 결과로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일본보다 더 큰 수출 시장이자 해외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한국 경제성
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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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와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12. 30)를 기초로 작성.

한편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 양국은 금융 융합의 전환점을 마련
하였다.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CMI)의 규모를 확대시켰고, 아시아채권기금(ABFs)을 설
립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 양국
의 중앙은행이 총 260억 달러의 한-중 ‘원/위안화(元)’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이 통화 스와프를 2배 넘게 확
대하여 총 56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계약하였다.61) 이와 같은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은 양국간 통화 공조를 통해 상호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낮
출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양국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
겠다.

61) ｢한중 통화스와프 560억 달러로 확대｣(2011. 10.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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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과 북한 관계(정치ㆍ군사ㆍ경제)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하였던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은 체제와 이념적인
편향성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게 된
다. 이에 탈냉전 초기 비교적 원만하였던 중국과 북한 관계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물론 수교 성사 이전에 중국이
북한에게 한-중 수교에 대한 가능성을 표명하였으나 한-중 수교는 북한의 외
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중국과 같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시기 북한은 핵사찰 문제로 인하여 미국 등 서방에 의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중 수교로 인하여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
다. 결국 한-중 수교로 인해 중국과 북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은 중단되었고,
더 나아가 북한은 중국 측 정전위원회 대표단 철수까지도 요구하였다. 이는 북
한이 북-미 간 직접협상을 통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내세우며 기존
휴전체제의 무용화를 주장한 것인데,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감수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중 수교로 인한 북-중 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핵무기 개발
로 급속도로 경색되었으나 1차 북핵 위기 시 양국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에서 중국은 ‘국외자(bystander)’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62)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까지 계획을 하였던 이러한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
한 경수로 건설 지원과 북핵 동결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이 시기 중국이 행한 역
할이 거의 없기에 북-중 간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핵 문
제가 타결되고 나서 1995년 10월에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조선

62) 정재호(2011),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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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창립 50주년 기념 주중 북한대사관 연회에서 이례적으로 양국관계의
유대를 강조하였고, 1999년 6월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1992년 4월 양상쿤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끊겼던
양국 지도자 상호 방문이 다시 복원되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기
간 중에 불거진 북한의 ‘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는 2차 북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데, 중국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견지해온 원칙을 제시하면서 1차 위기 때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63) 그러나 2003년 2월 말 즈음부터 미국이 제공한 북핵 관련 정보에 중
국이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는데,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부
시 행정부를 보면서 중국은 핵을 가지고 북한이 펼치는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회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은 한
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줄곧 견지
해왔으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협상 및
방어용을 넘어서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
이다.64) 이에 2월 말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그리고 3월 초에는
첸치천 외교 담당 부총리가 각각 평양으로 가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요구하
였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중국은 2003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에 보내는 핵동결 요구 성명에 참여하였고, 2월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핵 문제
안건 상정에 동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을 잇는 송유관이 3일 가까
이 작동을 하지 않는 등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자회담과 6자회담의 주최국 및 의장
국으로 나선 것과 동시에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고위급 인사를
63) 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② 한반도의 비핵화 ③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64) 정재호(2011),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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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시키는 ‘셔틀 외교’를 수행하는 등 외교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북-중 관계는 냉전 시기에 맺었던 동맹과는 다른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립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근본적
인 이익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즉 새로운 실용주의적 질서 위에 동맹적인 성격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65) 다시 말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 등 모든 부
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안정이 파괴되고 전쟁 재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그
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중국이 다시 미국과 대결하는 상황에 말려들어가는 것
을 원치 않는다. 요컨대 북한 문제로 인하여 중국은 자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이 손상되는 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 분야 관계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은 한-중
수교가 있던 1992년에 이례적으로 3개 군사 대표단과 5개 우호 대표단을 북한
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북-중 군사 동맹관계가 한-중 수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66) 또한 1996년 5월 북한에 대
한 원조협정에서 군사원조를 포함시키면서 양국관계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분명
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중 군사관계를 이어주는 통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
였던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을 함께
한 양국의 지도자들이 퇴장을 하는 등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줄어들면서 냉
전 이후 이어졌던 북-중 군사적 동맹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어갔
다.67)
전반적인 북-중 관계는 한-중 수교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갈등을 빚었으
65) 이종석(2000), p. 282.
66) 이종석(2000), p. 281.
67) 이종석(2000), p. 290.

70 •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나 경제관계는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중
국은 2002년부터 줄곧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북
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
에 따라 북한과의 현금 결제 및 원조 금지 등 새로운 경제관계 방식을 모색하였
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침체 심화와 체제 동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2. 2001~15년 북-중 교역량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김현정, 박선화(2018), p. 123.

이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경제 원조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1994년부
터 부분적으로 대북 원조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교역량을 살펴
보면 중국과의 교역량이 24.7%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약 88.2%로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투자 영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 투자는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광물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총 155개 대북 투자기업 중 광업 투자기업이 6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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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공업 15개, 중공업 및 건설 14개, 식품 및 농업 14개 순이었다.68) 중국은
북한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대북 교역과 투
자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
국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
정과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2~17년
가) 중국과 한국 관계(정치ㆍ군사ㆍ경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긍정적인 면만 보인 것이 아니라 비정
기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 마늘 및
꽃게 분쟁, 동북공정 문제, 2005년 김치 분쟁, 2007년 동계 아시안게임 시상
식의 ‘백두산은 우리 산’ 피켓 사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노출
사건, 2009년 쌍용차 사건,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양국간
갈등이 노정된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양국은 이러한 다양
한 갈등을 조기에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이
슈들이 장기화되거나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이후 주한 미군의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양국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불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양국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2013년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집권 초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친
밀하고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강조하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러
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2016년 7월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전까지 양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라는 수사를 수시로 언급한 것 등을 통

68) 최수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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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 수 있다.69) 이러한 장밋빛 관계는 양국의 정상외교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국의 경우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방문하였던
지난 관례를 깨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방문에 이어 6월에 중국
을 국빈 방문하였다. 중국 역시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였는데, 이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앞서 방한한 첫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의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2박 3일간 한국을 단독 방문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양국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는데, 청와대 국
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전략 대화, 외교장관 상호 방문의 정
례화, 차관급 전략대화의 연 2회 증대, 정당 간 정책대화,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등 다양하고 세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시켰다. 이처럼 급속하게 진전된 양국관
계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국가대전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
핑 정부는 출범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대내적 혁신과 대외적 도
약의 청사진을 국가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국(大國)관계의 재조정과 주변국 관계의 평화와 안정적
인 유지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치며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해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선린외교(善隣外交)’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70)
이렇게 발전된 한-중 관계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 불구하고 2015년 3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시장경제 질서에 도전하
는 중국의 전략에 편승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백미는 2015년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
69) 姚培碩(2014. 5. 27), ｢中國外長王毅: 中韓關係處於歷史最好時期｣,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30).
70) 문흥호(201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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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 세계 외교가들에게 양국의 발전된 관계를 보여주며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망루외교’로 불리기도 하는 전승절 기념식 참석은 한국 외교 전략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중 관계가 경제협력 중심의 관
계에서 정치 외교적 협력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한 단계 상승하는 전
환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한미동맹 일변도로부터 미국
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로의 전환점이다.71) 물론 이러한 평가는 차후 벌어질
사드 배치 문제로 야기된 갈등으로 조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당시
의 한-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관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시 중국은 미군의 사드 배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강한 어조로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
사일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식 요청,
협의, 결정’이 없는 이른바 ‘3노(No)’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다 2016년 1월
4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3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출
범하였으며, 결국 7월 8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성명을 발표하였
고 김장수 주중대사와 맥스 보커스(Max Baucus)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항의하였다.72) 주한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간
치열한 외교적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끝내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는 사드 배
치의 목적이 무엇인가였다. 한국과 미국은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
일 위협에 맞서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는 제3국을
71) 주장환(2016), p. 56.
72) 中國外交部(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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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사드 체계는 대북 억지 기능보다는 미국의 전 지구
적 미사일 방어망(MD)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
형’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한-중 양자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
가 쉽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
의 입장과 미국과의 경쟁구조에서 전략적 균형의 파괴라고 인식하는 중국의 입
장 차이는 한-중 양자관계를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 배치 문제
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이 아
닌 봉인의 형식으로 마무리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관계 역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발전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드 문제 이전까지는 양국의 군사 고위
급 인사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한국 각 군 참모총장의 방중 및 중국 총참모장
등 각 군구사령관들의 방한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013년 정승조 합
참의장이 공군 C-130 수송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군사협력의 깊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73) 군 고위급 인사가 타국을 방문할 때 군
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양국간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는
두 국가의 신뢰의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
령의 방중 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정치ㆍ안보 분야의 전
략적 소통 제고를 중점 추진 방안에 포함하였으며, 국방장관 핫라인 설치,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 공군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의 상호 참가, 군 인사 교육 교류
확대 등에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협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특히 양국의 장관은
8년간 협의하였던 국방장관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국간에 불
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위급 군사지휘
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작전적인 수단의 의미와 함께 양국간 군사적 상호
73) 최현수(2013. 6. 4), ｢정승조 합참, 팡펑후이 총참모장 베이징서 회담｣,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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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 군사협력은 적대
국과의 군사협력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드 배
치 문제로 인하여 한동안 군사협력은 경색되었다. 1995년 첫 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었던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2014년 이
후 중단되었고, 2011년부터 개최된 차관급이 참석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 역
시 2014년에 중단되었다. 이로써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합의하기 전까지 약 3년간 관계가 단절되었다.74)
양국의 경제관계는 정치적 요인들로 인하여 경직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이
전 시기보다 더 발전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최
대 수출 대상국이자 가장 많은 교역 흑자를 내는 국가로서 제1의 교역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수출의
31.7%로 약 1/3에 육박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 세계 투
자 비중 중에 중국(16.2%)은 미국(22%)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중국 투
자는 제조업이 76.8%, 서비스업이 19.9%로 여전히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역시 2017년 6월 기준 한국에 106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금액 기준으로 414배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
한 이후 2014년 11월에 타결된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총
17개 영역과 22개 장으로 이루어진 한-중 FTA 각서에 의하면 향후 화물 무역
에서 상품 품종의 90%, 수입액을 기준으로 85%가 자유화ㆍ무관세화 될 예정
이다.75) 이는 서비스 및 투자 측면에서 양국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와 지역 협
력에 관한 자유무역지역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최초로 금융ㆍ
전자상거래의 단독적인 장을 설치한 것이며, 투자진입 전 국민대우제도, 네거
74)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7. 10. 31, 검색일: 2018. 12. 30).
75) 한ㆍ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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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리스트의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다. 이러한 한-중 FTA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규모의 확대를 중심으로 매우 거대한 경제 효과를
양국에 안겨주고 있다.76)

표 3-6. 한-중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구 분
교
역

수
출

수
입
수
지

對 중국
對 세계
對 중국
對 세계
對 중국
對 세계
對 중국

2011

2012

2013

2014

188,412

2010

220,617

215,108

228,922

235,370 227,374 211,413 217,490

(33.7)

(17.1)

(-2.5)

(6.4)

(2.8)

2015
(-3.4)

2016
(-7.0)

2017.11
(13.6)

891,596 1,079,627 1,067,454 1,075,218 1,098,180 963,256 901,619 959,606
(29.9)

(21.1)

(-1.1)

(0.7)

(2.1)

(-12.3)

(-6.4)

(17.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34.8)

(14.8)

(0.1)

(8.6)

466,384

555,214

547,870

559,632

(28.3)

(19.0)

(-1.3)

(2.1)

(2.3)

(-8.0)

(-5.9)

(16.5)

71,574

86,432

80,785

83,053

90,082

90,250

86,980

89,232

(31.9)

(20.8)

(-6.5)

(2.8)

(8.5)

(0.2)

(-3.6)

(12.9)

425,212

524,413

519,584

515,586

(31.6)

(23.3)

(-0.9)

(-0.8)

(1.9)

(-16.9)

(-6.9)

(18.2)

45,264

47,753

53,538

62,816

55,206

46,874

37,453

39,026

145,288 137,124 124,433 128,258
(-0.4)

(-5.6)

(-9.3)

(14.1)

572,665 526,757 495,426 524,797

525,515 436,499 406,193 434,8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2. 14).

나) 중국과 북한 관계(정치ㆍ군사ㆍ경제)
2011년 12월 집권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2016년 9월, 2017년 9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
다. 또한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대표적인 친중 개혁개방파로 알려진 장성택과
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대외
적인 전략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내치에 주력하였다. 같은 시
기 중국은 2013년 3월 공식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개혁의 질적인 심화’와
76) 산업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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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꿈’을 강조하며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
일 실험 등은 역내의 불안정과 그 해결을 위한 비용 지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책임국가로서의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의 시선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77)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실현, 영향력 우
위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등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을 대부분 계승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에 유리한 질서 형성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
라 중국의 역내 안보와 경제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이다.78)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주석은 2013년 4월 보아보
(博鰲) 포럼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도 이
행하는 후속 조치를 실행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조선
무역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공표한 데 이어 9월에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된 대북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
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북핵실험의
파장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79)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MD 체제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촉진 등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이
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80) 그
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는 형식적인 것으로 북한에 치명상을 줄 정도로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
77)
78)
79)
80)

나영주(2018), p. 76.
문흥호(2014), pp. 18~22.
나영주(2018).
김흥규(2013. 7. 4),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유｣,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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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냉랭해졌지만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고,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에도 기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다 2015년 12월 북한 모란봉악단
의 베이징 공연 취소와 이어진 4차, 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북-중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중국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즉각 초치하고, 당일 외교부 성명
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행위를 규탄하였으며,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
는 등 이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대북 압박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등이 포함된 유엔 대
북제재안에 찬성하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는 크게 경색되는 과정을 겪
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북-중 전략대화는 기존의 당 대
당 접촉이 아닌 정부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
계가 강조되지 않고 실무회의의 성격만 갖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동맹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과도기
적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81)

표 3-7.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중국 상무부 고시
제제안

관련 사건

대북제재안 주요 내용

중국 상무부 고시

- 대북 수출 제한: 항공유 수출 금지
UNSCR 2270 4차 핵실험
(’16.3.2)

(’16.1.6)

(인도주의 목적 허용)

’16년 11호(16.3.5)

- 대북 수입 금지: WMD 연계 무연탄 수입 금지

비민생용 북한산

- 대북 수입 금지: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무연탄 수입금지

전면금지
UNSCR 2321 5차 핵실험 -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수출 상한 설정
(’16.11.30)

(’16.9.9)

은, 동, 아연, 니켈 전면 금지

’17년 12호(17.2.17)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전면 금지

81) 문흥호(2014),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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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제제안

관련 사건

대북제재안 주요 내용

ICBM급

-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UNSCR 2371 미사일 발사
(’17.8.5)

(’17.7.3,

수산물 금지
- 해외 파견 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 허가 금지

’17.7.28) -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중국 상무부 고시
’17년 40호(17.8.14)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설정

UNSCR 2375 6차 핵실험
(’17.9.11)

- 대북 수입 금지: 직물 및 의류 완제품

’17년 52호(17.9.23)

- 해외 파견 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 허가 금지,

대북 석유제품 수출

(’17.9.3)

기존 노동자 비자

상한 설정, 북한산

갱신 금지

섬유제품 수입 전면

-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

금지

금지
-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UNSCR 2397
(17.12.23)

ICBM급

목재, 선박 수출 금지

’18년 4호(18.1.5)
정제유 및 원유

미사일 발사 - 해외 파견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노동자 24개월

상한 감축, 대북

(’17.11.29)

수출 금지 품목

내 전원 본국 송환
- 해상 차단: 해상 차단 강화로 북한 입출항 선박

확대

단속 강화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p. 7.

이러한 일련의 북한 핵실험들로 인하여 양국은 미묘한 갈등을 표출하였지
만, 전통적인 인사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양국
의 인사 교류를 보면, 정치외교 고위급은 총 27회, 군사 분야 고위급은 3회, 경
제 분야 고위급은 총 35회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교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82) 특히 2013년 6월 말과 7월 초에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상 부상이 2차
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간 외교 부문 전략대화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북한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비핵화 및 6자회담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82) 통일연구원(2018),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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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면담하였고, 8월에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특별사무대표도 북한
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등 이후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
일 발사에도 양측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83) 시
진핑 정권에 들어서면서 북-중 간 군사협력은 다소 소원해졌지만, 2013년 이
전까지 총정치부, 제남군구, 북해함대, 공군, 심양군구 등 여러 분야의 정치위
원과 사령관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북한도 인민무력부, 총 정치국의 고
위 인사들, 부총참모장 및 각 군의 사령관 등이 빈번하게 중국을 방문하여 양측
의 군사협력 기반을 강화해갔다.84)

그림 3-3. 연도별 북-중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12. 30).

북-중 경제교류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줄곧 북한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지원국으로서 북한 전체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절
83) 위의 책, p. 62.
84) 김순수(2013), pp. 3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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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무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65억 5,000만 달러로 최고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하여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6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7.3% 감소하였다.85) 더욱이 중국정부가 북한산 석
탄과 수산물 및 섬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무역수지는 더 크게 감소하
였다. 북-중 간 무역을 가공 단계별로 살펴보면 북한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
종재를 수출하는 임가공 무역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을
보면 최종재 비중이 2000년 14.7%에서 2015년에는 40.1%로 대폭 늘어났고,
중간재 비중은 동 기간 중 47.4%에서 6.4%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다.86) 투자
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14년 기준 5,194만 달러로 중국의 전체 해
외직접투자(FDI)에서 0.04%의 비중에 불과한데, 이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밝힌 분석틀에 따라 크게 1953년부터 1991년과 1992년
부터 2017년 두 시기의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자는 냉전 시기로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한국과 일본
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과 중국이 각각 북한과 동
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관계는 구조와 문화적 차원에서 군사적 동맹과 이념
적 합일성이 결합된 것으로 매우 공고하였다. 이 같은 상황의 발현적 특징은 필
요적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이기보다는 양립 불가능한 발현적 속
성을 갖게 된다. 또한 구조적으로는 상대 진영에 대한 ‘제거’가 그리고 문화적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pp. 4~5.
86) 위의 책, pp.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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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선택 강요’라는 상황논리가 작동한다. 즉 진영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과 이념적으로 중간지대가 없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논리하에서 행위 주체인 동북아의 각 국가는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각각의 최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
서에 인입되게 된다. 한편 이들 두 최강대국이라는 기득권 연합은 자신들의 기
득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냉전 질서의 해체보다는 유지에 필요한 기회비용이
더 적다는 계산에서 각 진영의 위계질서를 통한 냉전의 유지와 온존을 더욱 강
력하게 촉구하였다.
후자 시기는 이른바 ‘절반의 탈냉전 시기’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
부터 2011년까지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2년
부터 2011년까지는 탈냉전의 도래로 인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동
북아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 제고 및 전략적 재편 가능성 증대라는 외생ㆍ내생
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보호적 행위 전략과 방어적 상호작용을 근간으
로 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현상 유지와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도되었다.
반면 2012년부터 2017년 시기에는 미-중 경쟁구조의 가시화와 조건적 이해
구조와 양립 불가능한 이념 그리고 경쟁적 파트너십이 주를 이루는 외생ㆍ내생
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집단 간 경쟁적 행위 전략이 상호작용의 주요 특
징이 되었고, 그 결과 더욱 적극적인 집단화 시도와 집단 경쟁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흐름하에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
로 형성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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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 글로벌 안보구조의 변동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공세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부터 비
롯되었는데, 이는 2011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을 통해 상징적으로
시작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대적
인 국력 쇠퇴와 대비되는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양국간 국력 격차가 줄어
들었고, 이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
(status quo)’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다.
중국의 ‘공세성(assertiveness)’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
국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
국력이 증가한 중국이 이전과 달리 공세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힘을 가장 중
요한 변수로 보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국력의 증가에 따른 공세성의 증가는
당연한 법칙이었으며, 중국이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이었다.87) 중
국과 미국에서 모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
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88)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추월
을 기정사실화한 주장도 등장하였다.89) 이와 달리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실
증적인 검토를 통해 중국의 공세성이 증가하지 않았다거나 현재의 공세성이 과
거와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공세성이 과장되어 인
식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90) 중국정부는 당연히 ‘평화발전의 길’이라는 공식
87) Mearsheimer(2010); Kaplan(2010); Schweller and Pu(2011).
88) Pillsbury(2015); 옌쉐퉁(2013), 번역: 고상희(2014).
89) 胡鞍鋼, 高宇寧, 鄭雲峰, 王洪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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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91)
그러나 이러한 공세성 논쟁은 부상하는 중국과 쇠퇴하는 미국이라는 전제
속에 진행되어 양국의 힘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 금융위
기라는 이벤트에 따른 변화를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변수로 인식한 것이다. 최
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위기 이후의 지표들이 축적되면서 미국과 중
국의 힘과 미래의 추세를 자료에 반영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
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은 물론이고 동북아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힘의
변동이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수라는 점에서 우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미국과 중국의 힘의 변동: 글로벌 패권
가) 경제적 차원
(1) 경제력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중국의 상대적 국력 상승은 경제력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데, 이와 같은 경제
력을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GDP이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개혁개
방 이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미
국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이 미국
을 추월하여 세계 제1의 경제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비록 최근 중
국 경기의 하강으로 늦춰질 수는 있지만, 현재도 중국이 GDP 지표로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더구나 세계은행의 구매력 지수
(PPP)로는 이미 2015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과연 GDP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
제가 제기된다. 양적인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개인의 교육ㆍ복지 수준을 통해 인적자원의 수
준과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1인당 GDP만 살펴보더라도 미국
90) Johnston(2013).
91) 戴秉國(2010), ｢堅持走和平發展道路｣,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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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까지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는 않다.
이러한 질적 측면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 등 외생 변수에 대한
논의와도 연계된다. 중국의 정치적 문제점과 거버넌스 구조가 리스크와 비용을
상승시키고 조만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불평등 심화, 고질적인 부
패, 실업자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한 불만과 갈등을 해소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경제개혁이
부족한 동아시아 국가의 한계를 비판한 중간 소득 함정론이 주로 경제적인 측
면에서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한다면, 이행 함정론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강조하
면서 중국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92)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러
한 약점으로 종국에는 중국의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동일하다. 더구
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필요한 정치개혁에 나서기는커녕 권위주의적 경향
을 강화하면서 개혁개방 이후의 역동성이 쇠퇴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방
면에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93) 그러나 권위주의적
요소의 강화는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수적으
로 확대되던 추세가 2000년대 이후 중단되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증가하고 있다.94)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혼
란에서 보듯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체제와 거버넌스도 위기를 맞
고 있다.

92) 조영남(2013), pp. 47~58.
93) Minzner(2018); Magnus(2018).
94) Diamond, Plattner, and Walker(2016), p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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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GDP(1978~2017년)
(단위: 조 달러)

자료: 세계은행, UNCTADstat(검색일: 2018. 12. 3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4-2.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1인당 GDP(1978~2017년)
(단위: 달러)

자료: 세계은행, UNCTADstat(검색일: 2018. 12. 3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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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량(stock)과 유량(flow)
질적 측면과 외생 변수들은 일단 차치하고 경제력에 집중하여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다. GDP 등 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관행적으로 한 해를 시간 지
평으로 설정하고 비교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국력의 구성 요소인 경제력은
단기간에 국한된 연간 GDP보다는 현재 소유한 총체적인 부에 좌우될 것이다.
한 개인의 부가 연간 소득보다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데, 즉 유량(flow)
보다 저량(stock)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95)
[그림 4-3]에서 보듯이 축적의 관점으로는 단순히 GDP만 고려하더라도 그
동안 중국이 단 한 해도 미국을 추월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미-중 양국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실질적으로 추월
하기까지는 향후 GDP 수치를 따라잡은 이후에도 이제까지 축적된 격차를 극
복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미-중 간 부의 저량(stock) 비교의 예시
(단위: 조 달러)

ⓐ UN 자료

ⓑ 세계은행 자료

ⓒ 개인 자산

자료: Beckley(2018), p. 34.

95) Beckley(20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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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설정, 부의 감가상각, 변수의 구성 등 축적의 관
점에서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질적 내용과 저량을 통해 경제력을 측정한
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로는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포괄적 부 지표(IWI: Inclusive Wealth
Index)’가 있다. 본 지표는 GDP와 인간개발지수(HDI) 등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자본ㆍ인적자본ㆍ생산자본을 모두 포함하여 축적된 부를
측정한다.96) 포괄적 부 지표는 인간의 행복을 비롯한 부의 질적인 측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해 축적의 관점이 도입되
었다. 반대로 이 지표가 보여주듯이 축적의 관점으로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축적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축적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포괄적 부 지표를 통해 비교해보면 미국
이 중국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으며, 양국의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로 보면 중국은 심지어 일본과 독일조차 아직 추월
하지 못하였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까지 포괄하는 지표는 안보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력을 측정하려는 목표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단순한 GDP
에 기반한 경제적 힘에 대한 평가가 갖는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유량보다 저량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 능력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힘의 측
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96) UNU-IHDP and UNEP(201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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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부 지표(IWI)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05년 달러 기준)

자료: UNU-IHDP and UNEP(2014), pp. 220-227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나) 군사ㆍ안보적 차원
(1) 국방비 비교
[그림 4-5]를 통해 동아시아와 중국이 21세기 세계 군비 확장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97) 특히 중국의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동아시아에 반영되고, 동아시아가 아시아ㆍ대양주의 상승에 대부분 기여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
국의 국방비 삭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안보 투자로 중국의 비율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는 중국이 세계 군비 경쟁의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과 함께 아시아가
‘신 냉전’의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97)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자료에서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국방비 자료가 아니라 추정치이다. 일반적으로 공식 자료보다 1.5배 전후로 높다. 중
국이 국방 분야 R&D 투자 등을 국방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SIPRI의 추정치가 다른 국
가와의 비교에 더 용이하며,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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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 세계 국방비 중 아시아ㆍ대양주, 동아시아, 중국의 비율

자료: SIPRI(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18. 12. 30)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그러나 중국 국방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의 우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방비가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야말로 유량보다는 저량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 정책을 되돌
려 다시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중 간의 차이는 비교의 대상
이 될 수 없을 만큼 크다. 물론 인건비를 비롯한 양국의 구매력 지수(PPP)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98)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에서 병력이 차
지하는 비중이 커서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많고, 국방비의 상당한 액수를 숨기
고 있지만 그만큼 국방비 가운데 국내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도 많다는 점
에서 양국의 격차가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역전될 것 같지는 않다.99) 중국의
경제성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예측하여 미국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달성한
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의 군사력 전환 자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100)
98) 국방비의 구매력 지수는 일반적인 경제력 비교의 경우보다 영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국제 무기시장
에서 무기의 가격은 국내의 물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99) Beckely(2018), pp. 62-66.
100) Wohlforth(2018), p. 67.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 93

그림 4-6.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비교
(단위: 10억 달러, 2016년 기준)

자료: SIPRI(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18. 12. 30); IISS(2008~17)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2) 주요 무기와 질적 측면
국방비 비교와 더불어 양국이 보유한 무기 현황은 양적으로만 봐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향후에도 전면적으로
축소되기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 미국은 미-중 간의
격차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략 무기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탄두와 투발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호확증파괴
(MAD)의 논리에 따라 양적 격차는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
는 2018년 10월 냉전 시기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파
기하였다. 이는 사실상 조약의 대상국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재래식 핵전력을
개발하였던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향후 미국은 육군 포병을 중심
으로 재래식 핵전력을 아시아에 전개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01) 또한 미국은 2018년 12월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
101) Seligman(2018. 10. 22). “Trump’s Plan to Leave a Major Arms Treaty With Russia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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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발표하였다. 우주에서의 미군 능력이 제고된다면 이는 상호확증파괴의 논
리를 약화시켜 미국이 갖고 있는 핵전력의 양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인 억지력을 저해하고 전술적인 핵전력 우위까지 제고함
으로써 다각적인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 주요 무기 비교(2017년): 미국, 중국, 러시아

병력(명)

전략무기
(대)

육상(대)

해상(대)

항공(대)

미국

중국

러시아

1,347,300

2,183,000

831,000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450

62

324

전략 폭격기

157

150

139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14

4

14

탱크

2,831

6,740

2,950

장갑차

3,336

3,800

5,900

대포

6,833

13,380

5,281

항공모함

10

1

1

순양함ㆍ구축함ㆍ호위함

93

78

32

공격 잠수함

54

52

49

상륙함

31

4

0

전술기

3,476

1,913

1,065

공격 헬리콥터

760

246

340

중ㆍ대형 수송기

683

79

177

중ㆍ대형 수송 헬리콥터

2,606

368

374

조기경보ㆍ통제기

107

24

18

무인기

637

4

N.A.

자료: IISS(2017), pp. 22-23을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Actually be About Chin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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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의 본토 방어능력의 향상(1996~2017년)
① 서태평양 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 미사일의 공격 범위 확장

※ DF는 중국의 둥펑(東風) 계열 미사일이며, H-6는 훙(轟)-6 폭격기임.

②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SAM)과 방어제공(DCA) 범위의 확장

※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Air Operation)은 대량의 적기 침투에 대한 공중 요격 임무를 의미함.
자료: Heginbotham et al.(2015), p. 51,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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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위는 글로벌 차원이나 핵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차원에 국
한되지 않는다. 양적인 수치만 봐도 항공모함, 상륙함, 중ㆍ대형 수송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투사 능력(projection)에서 미-중의 격차는 매우 크다.
‘워 게임(war game)’ 등에 기반한 미국 내부의 예측을 살펴보면 중국 주변에
서의 국지전에서도 미국의 우위는 여전히 확고하다. 예를 들어 [그림 4-7]에서
보듯이 중국의 본토 방어능력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만, 워 게임과 시뮬레이
션의 결과를 보면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
역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승리는 아직 확고하다. 다만 무력 충돌로
인한 손실의 크기가 문제일 뿐이다.102) 또한 중국의 주요 대미 안보 전략인 ‘반
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도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일본의 본토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할 수 없고, 거리상 더 가까운 센카쿠(댜
오위다오) 열도와 타이완조차 2040년에 이르러서도 중국의 전력 투사가 전면
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103)
수량이나 제원뿐 아니라 실전에서 획득된 경험과 이를 통한 무기의 개량까
지 포함한다면 안보ㆍ군사적 방면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지속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일 것이다. 한 연구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군사적 능력은
모두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대부분 미국의 20%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
였다.104)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가져올 부담일 뿐이다.

다) 과학ㆍ기술적 차원
2018년 7월부터 상호 관세 부과로 개시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내세
우는 이유는 중국의 기술 약탈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8년 8월 ‘외국인
102) Heginbotham et al.(2015). 추가로 다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elly, Gompert,
and Long(2016); Long, Kelly, and Gompert(2017).
103) Biddle and Oelrich(2016).
104) Brooks and Wohlforth(2015/2016), 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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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Modernisation Act)’을 공포
하며 소액투자라도 기술유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투자 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과학ㆍ기술 분야가 향후 중국이 경제적 및 안보ㆍ군사
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중국제조 2025’
추진 등에서 보듯이 혁신 없이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가 중국의 과학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는데, 2019년 1월 3일 창어(嫦娥)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에 착륙하였고,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남방과기대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여자 쌍둥이
를 탄생시키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뿐 아니라 경제력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적 측면으로 보면 중
국은 과학ㆍ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위치에 다가서고 있다. 2009년 과
학 분야 출판물 수량에서 중국은 세계 1위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동료 심사
(peer review) 과학ㆍ기술 논문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유럽연합에 이은 세계 2
위가 되었다. 과학ㆍ기술 교육에 있어서도 현재 학부생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2007년 이후 미국보다 많은 상황이 유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적 성취와 비교하여 질적 성취는 아직도 크게 뒤처져
있으며,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105)

105) Appelbaum et al.(2018); “The Great Experiment”(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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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5년 미국과 중국의 R&D 지출 비교

(고용 1천 명당 연구자 인원(명), GDP 대비 R&D에 대한 국내 총지출 비율(%))

미국
중국
유럽연합 28개국

GDP 대비 R&D에 대한
국내 총지출 비율(%)
2.8
2.1
2.0

고용 1천명당
연구자 인원(명)
9.1
2.1
8.0

R&D 지출(백만 달러)
(2010년 달러 기준)
462,765.6
376,858.9
346,318.9

자료: OECD(2017), p. 24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중국의 R&D 투자는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성장이나 국방비 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8]에서 보듯이 2015년 유럽연합을 추월
하였고, 구매력 지수(PPP)로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현재 수준은 미국이
여전히 1위이나 중국은 아직 GDP 대비 지출을 증가시킬 추가적인 여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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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사실상 양적인 R&D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에서 보듯이 과학ㆍ기술에서 중국은 어느 분야보
다 빠른 속도로 미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국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3) 중국의 힘의 변동: 아시아의 주도권
앞서 봤듯이 경제, 군사ㆍ안보, 과학ㆍ기술 등 어느 분야에서도 글로벌 차원
에서 중국은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미국을 실질적으로 추월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아시아 또는 서태평양의 범위에서 보자면 중국은 역내에서 확고한 패권적
지위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주요 국가는 물론 동아시아ㆍ태
평양 전 지역을 포괄하여 GDP를 비교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
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과 2017년에는 동아시아ㆍ태평양 전 지
역의 GDP를 추월하였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동아
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보다도 확고히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림 4-9.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중국의 GDP 비교(2001~17년)

주: 타이완의 자료는 누락되었음.
자료: 세계은행, UNCTADstat(검색일: 2018. 12. 3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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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사ㆍ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에서 중국의 국방비 비중은 이미 전체의 70%를 넘어섰으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봐도 절반을 차지한다. 무기의 성능과 실제 전쟁 수행능력 등이 국방
비 지출만큼 향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역내 국가들 중에서 확고한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ㆍ기술적 차원에서도 앞서 [그림 4-8]에서 확인하였듯이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
국의 역내 주도권은 미국을 제외한다면 상대적 우위에서 절대적 우위로 전환되
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시행하게 된 구조적 배경
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압박을 내세우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동일한 구조적
배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0. 아시아ㆍ태평양, 동아시아 지역 국방비 지출에서 중국의 연도별 비중
(단위: %)

자료: SIPRI(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18. 12. 30)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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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의 정세 변화
1) 한국의 국익과 남북관계: 상충관계와 탈동조화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최근 변
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서술이 존재하므로 이를 상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표 4-2]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이 연속성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
근의 정세는 이전과 뚜렷이 구분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작
스레 개선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사소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9년 2월에 개최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과
거와 달리 개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북관계와 한국의 국익 간의 관계는
양이든 음이든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주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항상 국익에 부합할 수 없었다. 남북관계는 독립변수가 되지 못하였고,106) 남
북관계의 개선은 최종적인 북한의 붕괴를 위한 전술적 차원이어야 하며, 북한
에 대한 봉쇄가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과 대립해야만 하였다.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미 관계와 한국의 안보 등 전체적인 국익과
상충(trade off)관계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북한도 미국을 자신
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긴장이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남북관계는 일정하게 독립된 방향성을 갖는 벡터(vector)를 형성하
지 못하고 정세에 따라 수시로 방향을 달리하였다. 일부 이 같은 이유와 함께
때때로 북한이 스스로 전략적인 고립을 선택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동북아 정세

106)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남북관계의 종속성에 대해서는 황지환(2012), pp. 92~1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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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국의 정책에서 무관심의 영역이 되고, 탈동조화(decoupling)됨으로써
변수의 지위에서 이탈되곤 하였다.

2) 선순환과 동조화
2018년 이후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는 한국의 국익과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현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입장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
화라는 외부 변수가 함께 작용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물론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등 다른 변수와 상충관계가 아닌 선순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충관계의 탈피와 선순환, 그리고 동조화는 [표
4-2]에서 보듯이 이제까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좀처럼 등장
하지 않았던 매우 드문 기회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 노선 등 외부 요소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강력한 동조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경우 전체 국면이 전면적으로 변화될 리스크도 높아졌다.

표 4-2. 역대 정부의 남북 관련 주요 사건
ⓐ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연도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주요 정치 일정 및
사건

+

-

2000

-

6월. 남북정상회담

2002

-

-

2003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5

-

2006

-

2007

-

8월. 1차 6자회담
9월. 6자회담(9ㆍ19공동성명)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10월. 미 켈리 차관보 방북
(북핵 문제 재발)
2월. 북, 핵무기 보유 선언
10월. 북, 제1차 핵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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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연도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주요 정치 일정 및
사건

+

6월.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관광 중단

2008

2월. 이명박 대통령 10월.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12월. 북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통행
취임

지정 해제 발표

제한조치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검증의
정서 채택 실패

2009

4월. 북, 장거리 로켓 발사(광명성2호)

2월. 미 오바마

-

대통령 취임
2010

3월. 천안함사건 발생

9월. 북 3차 노동당

-

대표자회 개최

5월. ‘5.24조치’
11월. 북, 연평도 포격

2011 12월. 김정일 사망
2012

5월. 북, 제2차 핵실험
11월. 대청해전 발생

-

2월. 김정은 정권

-

공식 출범

12월. 북, 장거리 로켓 발사(은하3호)

ⓒ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 관련 주요 사건
2월. 북, 제3차 핵실험
2013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월. 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 타결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
3월. UN 안보리 대북제재 확대 결의
4월. 북,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2014

-

2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10월. 북. 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 방남

2월. 키 리졸브 훈련 실시

1월. 김정은 신년사 “남북 정상회담
못할 이유 없다”
6월. 북,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당국 간 대화와 협상 입장 발표
8월. 남북고위당국자접촉(8.22~25)
2015

-

개최.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개최(평양),
양대 노총 162명 방북

5월. 북, 전략잠수함 탄도탄(SLMB)
수중 시험발사
12월. 김정은, “수소탄 폭음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 됐다” 발언
12월. 1차 남북 고위급 회담 결렬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개성 만월대 방북, ‘남북 종교인
모임’ 계기 방북(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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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연도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주요 정치 일정 및
사건

+

1월. 북, 제4차 핵실험(함북 길주군)
1월. 북, 장거리로켓 1발 발사(동창리,

1월. 북, 김정은 신년사, 남북대화ㆍ
관계 개선 위해 적극 노력 입장
12월. 박근혜 대통령
2016

국회 탄핵소추
가결

1월.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 정
상화 의지 강조
5월.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핵ㆍ
경제 병진 노선 고수, 핵보유국
확인

‘광명성 4호’궤도 진입 성공 발표)
2월. 남,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3월. 북, 조평통, 남북 간 경협ㆍ교류
사업 합의 전면 무효 선언
4월. 북,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6월. 북, ‘화성-10’ 발사 성공 선언
7월. 사드 주한 미군 배치 결정 발표
9월. 북, 제5차 핵실험
11월.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5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결의 채택
12월. 남, 대북 독자 제재 발표

1월. 트럼프 대통령
2017

취임

-

2월. 김정남 사망

4월. 미중정상회담

ⓓ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관련 주요 사건
7월. 북, 탄도미사일 발사
8월. UN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결의 채택
9월. 북, 제6차 핵실험

5월. 문재인 대통령
2017

취임
6월. 한미정상회담

7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9월. UN안보리,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9월. 트럼프 대통령, 북한 거래 금융
기관 제재 대상 포함 행정명령
12월.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채택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2018

-

2월.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
(김영남, 김여정 등)

-

2월.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김영철)
3월. 김정은 위원장, 비공식 방중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 105

표 4-2. 계속

연도

남북 관련 주요 사건

주요 정치 일정 및
사건

+

-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2차 북중정상회담(다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김정은 위원장 접견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진행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6월. 3차 북중정상회담(베이징)
7월.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8월. 아시안게임 개회식 남북공
동입장
9월. 3차 남북정상회담(평양)
10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
통일대회(평양)
10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1월. 남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개시
11월.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
12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ㆍ현대화
착공식
자료: 통일부(2018), 「남북관계 주요 일지(2018년 1월)」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남북관계: 국가이익에서 정체성으로?
힘을 중심으로 국익(national interest)을 상정하는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나 안전보장을 국익으로 상정하는 케네스 왈츠
(Kenneth Waltz) 이후의 신현실주의를 막론하고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체성(identity)은 국익에 비하여 모호하고 부차적인 것이다. 힘의
추구, 안전보장처럼 모든 국가에 국익의 목표와 내용은 동일하고 고정되어 있
다. 그러나 정체성의 관점은 국익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며, 정체성이 국익
보다 오히려 국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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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에 근거한 지속적인 전략이나 정책이 부재하였던
이유도 남북관계라는 변수의 종속성으로 인해 외부의 정세에 따라 정책적 내용
을 재설정해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불일치된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을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삼고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국익의 원천이자 정체성으로 삼는 입장과 자주와 민족을 강조하
는 정체성은 대립하였다. 이러한 분화는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일
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108) 따라서 대중 민주주의에 기반한 체제인 한
국에서 대북 정책은 양분화의 토대를 갖춘 셈이었다.
이에 더하여 냉전 해체와 함께 한국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국익과 정체성
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처럼 체제 자체가 변동되고 이념적 대결 구도
가 해체되기도 하였고, 중국처럼 본격적으로 현실주의적 국익 개념이 강화되기
도 하였다. 미국과 일본도 이에 따라 역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정체성을 재설
정해야 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각국의 정체성과 역할이 확립되지 못한데다가
북한이 체제적ㆍ이념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109)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외교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 정책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혼란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선순환과 동조화만으로 한국과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이
분열과 분화를 멈추고 갑자기 일치된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변화의 가장 큰 변수이자 원인이었던 미국의 지속성을 보장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봤듯이 세계적인 힘의 구조가 변동하고 있으며, 미국

107) Chafetz, Spirtas, and Frankel(1999), pp. xv-xvii.
108) 김태현, 남궁곤, 양유석(2003). 이 연구는 북한 이미지에 따른 일반 대중의 가장 뚜렷한 입장 차이를
민족주의자와 현실주의자로 구분하였다.
109) Kim(2005), pp. 171-182. 사무엘 김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4개 강대국을 ‘NEA-4’
(North East Asia의 4개국)으로 칭한다.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 107

내부의 정치적 동학 또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트럼프 개인의 변덕은 물론
구조적으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대
외정책의 내용이 좌우 분열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110) 더구나 트럼
프의 당선과 그 이후 미국의 정책 변동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인 포퓰리즘의 약진은 대외정책의 내용을 극단화하고 변동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111)
이에 따라 정권 교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중간 선거처럼 주요 정치 변동이
면 무엇이든 바로 정책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정체성 분열이 대북 정
책의 불연속성을 초래한 것처럼 미국도 정체성의 분열로 대북 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
부가 북-미 관계를 자신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대북 정책은 과거
‘전략적 무관심’에서 이념적ㆍ정책적 양극화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이후의 변화로 한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가장 잘 부합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또한 1년 남짓의 짧은 경험
이지만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자 가장 자율적인 정책 도구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역학
구도에서 남북관계가 한국이 현실적으로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영역이라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112) 이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
실화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110)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트럼프의 당선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Rosenfeld
(2017); Hetherington and Weiler(2009) 참고.
111) Judis(2016); Moffitt(2016); Weyland and Madrid eds.(2019).
112) 조영남(2012), pp. 37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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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입장과 국익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한국
우선 상술한 미-중 간 힘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를
한국의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안보구조 변동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대체나 중국의
미국 추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론적 차원, 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하거나 장기적인 관
점에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으로부터 패권적 지위를 탈취하는 것이라
고 볼 수는 있다.113) 그러나 이론에 따른 연역이나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힘
의 분포에 따른 현재의 국제정치 구도를 고려한다면 글로벌 차원의 세력전이가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
하더라도 이는 기껏해야 ‘지역적(regional)’ 차원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합리적이다.114)
앞서 봤듯이 군사ㆍ안보적 차원에서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힘들며, 경제적 차원에서도 저량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 규모가 아닌
실제 경제력의 차이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냉전 해체 이후 이른바
‘단극의 순간(unipolar moment)’ 시기처럼 미국의 전면적인 글로벌 패권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이 교체된다는 의미도 아니
다. ‘전환(power transition)’이 아니라 일정한 ‘변동(power shift)’일 뿐이
다.115) 현재 미-중 갈등은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특히 자신의 역내인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아시아 역내 우위 확보를 용인하지

113) Mearsheimer(2001); Pillsbury(2015).
114) Nye Jr.(2015).
115) Wohlforth(2018), pp.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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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시아
로의 회귀’에 뒤이은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부상하는 강대국(rising powers)
에 대한 기존 강대국(established powers)의 현실주의적 대응을 모두 보여준
다.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봉쇄(containment), 억지(deterrence)가
그것이다.116) 중국의 불만과 미국의 대응 중 어떤 요인이 더 근원적이며 강력
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나 이것이 글로벌 차원의 패권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둘째, 중국의 상대적 힘의 증가는 아시아나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국의 영
향력을 축소하거나 거부할 능력을 일정 정도 갖춰가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의 장소는 이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와 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힘은 상대적 우위에서 절대적 우위로 나아가고 있다.
저량과 질적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수치로 표현되는
절대적인 우위가 당장 실제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시급한 목표도 글로
벌 차원이 아닌 역내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고 미국의 힘의 투사를 거부할 능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도 중국의 확장을 봉쇄하고 추가적인 지위 향상을 억
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내 우위를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타
이완 문제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논리에 의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특히 북한은 정세의 변동에 따라 이러한 미-중 갈등의 장
소가 될 수 있다.
셋째, 미-중 경쟁은 세계화를 감속시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
이는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특히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무역량이 감소하였는데, [그림
4-11]에서 보듯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닷컴(dot-com)’ 붕괴
등 과거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재빠르게 4% 전후로 성장률을 회복하였던
116) Paul(2016), 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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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2008년 위기 이후의 회복세는 2.5% 정도에 머물렀으며 무역의 하
락세도 이전보다 컸다.117) 이른바 ‘뉴 노멀’ 또는 중국어로 ‘신창타이(新常態)’
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것이 단순하고 일시적
인 성장의 둔화와 무역의 감소가 아니라, 1990~201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세계
화의 황금기가 종결되고 ‘세계화의 감속(slowbalization)’이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세계화의 감속은 이보다 더 큰 배경을 갖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물류비용이 더 이상 이전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지면서 무역량이 감소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의 제조업은 부품
을 자체 생산하는 등 갈수록 자기의존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실업률
은 증가하고 무역의 범위가 축소되어 주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증가할 가능
성이 높다.118)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세계화의 감속’은 그 자체로 성장 동
력의 저하와 장기적인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양자의 갈등에 연루되기 쉽기 때문에 한국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117) Degain, Meng, and Wang(2017), pp. 38-39.
118)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량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미-중 갈등 등으
로 관세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경제 행위자들이 사전에 재고를 확충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히려 더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The Global
Li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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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세계 GDP 및 상품무역량 증가율(1995~2017년)

자료: 세계은행, UNCTADstat(검색일: 2018. 12. 3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2) 한국의 국익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의 국익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
다. 시나리오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통해 추구하
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상술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의 국익이 무엇
인지 살펴본다.
먼저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국익의 효과적인 분류 방법을 제시한다. 국제정
치학자 르보(Richard Ned Lebow)는 전쟁의 원인을 동기(motives)에 따라
서술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간단한 분류
를 제시하였는데, 이익(또는 욕구), 공포(또는 이성), 지위(또는 정신) 그리고 복
수이다.119) 이는 전쟁의 원인뿐 아니라 국제정치의 근저에 있는 동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여 국가의 목표와 국익을 분류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인

119) Lebow(2010), pp. 13-17, pp. 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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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공한다. 이 중에서 복수(revenge)는 과거의 영토 침탈 등에 대한 대
응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외한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동기, 목표, 수단을 제
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목표를 일반적인 목표와 현재의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는 고정된 한국
의 국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
기 위한 하나의 틀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수단은 제5장의 대응방
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표 4-3. 한국의 국익: 동기, 목표, 수단

동기(Motives)
이익(interest)
욕구(appetite)

목표(Goal)
일반적 목표
- 경제 발전
- 국민의 선호 충족,
복지 수준 향상
- 체제 유지

지위(standing)
정신(spirit)

- 대외적 존경과 명성
- 민족과 국가 유지ㆍ통합
- 독자적 문화ㆍ가치 확산

공포(fear)
이성(reason)

- 국가의 주권ㆍ자주 유지
- 안보 보장
- 국력 신장

수단
구체적 목표

- 미-중 경쟁의 영향 축소
- 중국과의 경제관계 유지

(Instrument)

○ 수단의 층위
- 글로벌, 지역

- 민주주의 체제 유지

- 국가, 지방

-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의

- 민간

국가 정체성 확립
- 한반도의 통일ㆍ통합 진전

○ 수단의 종류

- 중국의 중화주의 방지

- 군사안보

- 미-중 양자택일의 회피

- 경제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 외교

- 한미동맹의 유지ㆍ개선

- 문화

- 미국의 부담 전가 경감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따라 한국의 핵심적인 국익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시나리오
분석과 제5장의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같은 상식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본 장의 내용과 관
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만 서술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의 위험이 회피되어야 한다.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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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안보의 근간은 미국의 동맹체제에 의존하면서 경
제번영의 원천 중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자택일
은 최악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20) 그러나 양자택일의 회피와 전략
적 모호성은 대외전략의 상식에 가깝기도 하고, 너무 많은 중간지대가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상대적 국력이 급속히 증가하
면서 중국의 최종적인 부상의 정도와 미-중 양자의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커지
자 이에 따른 시나리오도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121) 여기에 일정한 방
향성을 갖지 못하였던 남북관계도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금융위기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확신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대체적인 변화의 추세는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이 감소할
지라도 글로벌 차원의 패권은 유지될 것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
력은 지역 패권국의 위상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
아가 미-중 경쟁의 핵심 장소가 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동맹을 강화ㆍ개
선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
서 패권 전환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을 파기하거나 약화
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의 전가를 적절한 수준에
서 방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세계화의 감속(slowbalization)’에 대비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지역적 지위가 상대적
우위에서 절대적 지위로 전환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또
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세계화의 감속 경향이 당분간 뒤바뀌기는 어렵다. 세계화의 쇠퇴로 역외 무역
의 증가가 둔화될 수 있어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이 줄어들기는 어려
워 보인다. 따라서 수출 다변화 등이 정책의 보완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중국
120) Chung(2007), pp. 112-121.
121) 예를 들어 정재호(2011), pp. 39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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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체제를 확고한 국익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
가 국가 대외관계의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한다. 앞서 봤듯이 현재 한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관계는 물론 국익 및 대외정책과 선순환되는 얻기 힘든
기회를 맞이하였다. 국내외적 변수에 따라 이러한 정세가 순식간에 뒤바뀔 위
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정책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국익 논쟁에서
벗어나 정체성 수준에서 정립하는 최상의 호기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
반도 비핵화의 개선 및 해결이라는 전략적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제까지
가지지 못하였던 국가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외원조 정책은 중견국의 국
제주의 외교정책의 모범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명성과 지위를 향상
시켰다. 베네룩스 삼국은 국가 단위의 주권이 미약하고 지방의 자율성이 크다
는 점을 활용하여 도시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물론, 최근 우경화로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웃한 일본도 과거
평화외교를 전개하여 패전국의 지위를 극복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한국도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가의 브랜
드이자 정체성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착근된
다면 방향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남북관계가 국익의 분화와 국내의 분열을 야기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2.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제2장의 분석틀에서 서술하였듯이 안보환경의 발현적 속성을 물질ㆍ구조적
측면에서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필요적 속성과 조건적 속성으로 나누고, 문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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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측면에서의 수용성에 따라 양립 가능한 경우와 양립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네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네 가지 유형이 동일한 비중으로 현실
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질서에서 유의미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
문화ㆍ이념적 차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물질ㆍ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건적인
속성이 문화ㆍ이념적 차원의 양립 가능한 속성과 공존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근대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에서 유럽의 강대국
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였지만 기독교에 기반한 문명과 유럽의 표준을 공유
하면서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한 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의 사례를 보자
면 탈냉전 직전에 미국과 소련이 급격히 화해하고 중국도 소련과 관계를 개선
하면서 이념 대립에 기반한 양립 불가능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필요적 속성이 발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소련의 쇠퇴로 국제정치적인
힘의 배열이 변동하고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 내부의 정치적 동학이 급변
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속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표 4-4. 발현적 속성의 유형별 역사적 사례
발현적 속성

역사적 사례

필요적/양립 가능

1990년대 ‘단극의 순간’

필요적/양립 불가능

탈냉전 직전

조건적/양립 가능

근대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

조건적/양립 불가능

미소 냉전기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미-중 갈등의 구조적인 요인은 중국의 상대적
힘의 상승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문화ㆍ이념적 측면에서 일치된 표준과 목
표를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를 통해 성
장을 지속해온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질서에서 미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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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ㆍ이념적 토대를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적인 양립 가능성과 조
건적인 양립 불가능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일 것이다. 조건적인 양립
불가능성이나 필요적인 양립 가능성은 앞의 두 가지 속성으로 가는 이행기적인
현상이거나 각국의 특수한 국내정치가 반영된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시나리오 구성은 기본적으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시나리
오 Ⅰ>과 조건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시나리오 Ⅱ>로 구성된다. 나머지 경우는
특수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것이다.

가. 시나리오 Ⅰ: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
1) 중국의 일시적 양보와 살라미 전술
역사적으로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가 필요에 따른 상호의존성을 갖
고 문화적 및 이념적으로도 비교적 수용성이 컸던 시기가 있었는데, 냉전 해체
이후 이른바 짧은 ‘단극의 순간’에 미국의 강력한 패권이 발휘되고 어느 국가도
이러한 국제질서에 유의미한 수정주의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또한
소련이라는 이념적ㆍ체제적 대립물이 제거되어 문화ㆍ이념적으로도 다른 대안
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하락하고 중국의 상대적 국력이 상승한 현재
의 구조적 조건이 당시와 같은 힘의 분포로 회귀하기는 힘들다. 또한 구조적 요
인에 따라 미-중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우
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미-중 관계는 필연적으로 중
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역적 차원에서도 단기간
에 미국을 추월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일단
양보를 선택하여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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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것이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패배와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은 양보와 함께 이른바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통해 영역과 국면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억지와 추월을 시도할 것이다.122) 이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확인된다. 초기의 예상과 달리 중국은 상당
한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
한 미국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도 하지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합리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림 4-12. 미국이 전 세계 GDP, 무역량,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단위: %)

① 미국의 GDP 비율

122) Wohlforth(2018),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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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계속
(단위: %)

② 미국의 무역량 비율

③ 미국의 국방비 비율

주: GDP는 IMF, 무역량은 WTO, 국방비는 SIPRI의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IMF(2018), IMF Data(검색일: 2018. 12. 14); WTO, WTO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8. 12. 14);
SIPRI(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19. 12. 30).

2) 미국의 후퇴와 국제질서의 불안정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양보가 미국의 새로운 도약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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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거나 미국 패권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4-12]에서 보
듯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간단한 추세선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경향은 매우 장기
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중국의 대세 상승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
하였듯이 이러한 미국의 비율 감소를 당장 중국으로의 패권 전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으로 보자면 오히려 ‘단극의 순간’을 전후하여 미
국이 차지하던 위상이 예외적인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제국’은 역사의 논리를
따라 과거의 다른 국가들처럼 일정 정도 ‘후퇴(retreat)’하고 있다. 이것이 미
국이라는 국가(nation-state) 자체의 ‘쇠퇴(decline)’나 패권적 지위의 급박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국과 같은 라이벌 국가가 새로운 글로벌 제국이
나 패권이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미국의 쇠퇴가 아닌 후퇴는 당분간 역전되기
어려운 하나의 추세처럼 보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규모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123)
단순한 양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토가 아닌 제도에 의해 유지되던 미국
이라는 ‘제국’ 시스템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 스스로 국제기구나 국제 레
짐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글로벌 리더로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Joseph Nye가 지적하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국적인 속성의 후퇴는
197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6년 대선의 결과가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미국의
역할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가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내부의 동학에서도 자신의 제국 또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멈추
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가치의 옹호, 국외 개입, 국제기구의 신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윌슨주의(Wilsonianism)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124)
123) Bulmer-Thomas(2018), pp. 33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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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양보로
인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국제질서가 안정(stability)을 의미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단극의 순간’에 거의 절대적인 패권의 지위
를 확보한 현상 유지 세력(status quo power)이었던 미국은 오히려 이를 미국
적 가치를 확산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를 재구성할 기회로
삼았다. 역설적으로 현상 유지 세력이자 패권국인 미국이 걸프전,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 침공 등 중요한 전쟁을 이끈 장본인이었다.125)
더구나 ‘단극의 순간’을 지나 후퇴하고 있는 미국은 제국의 역할 또는 글로벌
리더에서 안정적으로 후퇴하면서도 패권을 지속하기 위해 과거에 자신의 힘으
로 수립되고 안정화되었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거부하거나 내용 변
동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세계화 감속의 가속화가
대표적이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 대한 비준 거부처럼 미국이 국제 레짐
의 일관적인 수호자인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서명하였지만, 상
원이 주권 침해를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고 협약에 대한 대응 개념인 ‘항행의 자
유(FON: Freedom of Navigation)’를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해양법 협약
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126) 최근 남중국
해의 미-중 갈등은 양국 모두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6년 협약
을 비준한 중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주요한 근거로 협약
을 활용함에 따라 점차 협약으로 인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지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듯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남중국해는 물론 북극해
등 다른 지역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하여 국익에 더욱 이로울 것이라는 의
124) Nye Jr.(2019).
125) Walt(2018), pp. 15-16.
126) Hayton(2014), pp.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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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부상하고 있다.127) 실제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자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
하였는데,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 때문에 위선적이라는 중국의 역공
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중 경쟁은 세계화 감속 같은 거시적인 추
세뿐 아니라 기존의 국제 레짐에도 불안정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후퇴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은 물질ㆍ구조적 측면이 필요적이
든 조건적이든, 문화ㆍ이념적 측면이 양립 가능하든 양립 가능하지 않든지 현
재의 추세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강도와 내용일 것이다.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한반도 관계
거시적으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미-중 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가장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미-중의 경쟁과 충돌이 약화되고 유
보되면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에 직면할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미-중 합의
하에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유지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면
서도 북-중 연계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 지속된다면 중국도
이를 미-중 경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요적이고 양립 가
능한 조건하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선 문제는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committment)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앞서 봤듯이 현재의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기존 패권에 대해 중국이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동북아 안보환
경이 조성될 경우 중국의 합리적 선택은 영역별ㆍ국면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
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힘을 키우는 살라미 전술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살라미 전술의 대상은 확고한 상대적 우위를 가진 동북아 지역과 미국

127) Almon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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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전면적인 대결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은 군사ㆍ안보 분야를 제외한 영역일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사드 갈등과 같은 유형의 한-중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한-중 사드 갈등은 중국이 미국과의 안보 문제를
한국과의 경제 문제를 수단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가장 전형적인 살라
미 전술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상승에서 보듯이 미국은 제국의 후
퇴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한-중 관계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구조 재편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는 나토(NATO)의 다자주의와 구
별되는 양자주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바퀴 축과 살(hub and spokes)’
체제로 축(미국)이 아닌 개별적인 살 간의 연계는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었으나 미국
은 신뢰할 수 없는 조그마한 비민주적 동맹국들이 가져올 정치적 정당성의 훼
손과 연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동맹국 간 연계를 의도적으
로 배제한 중앙 집중적 통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128)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과
미-중 경쟁이 표면화된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은 기존의 ‘바퀴 축과 살’ 체제에
서 ‘살’ 간의 연결을 지지 또는 강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129) 즉 동맹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의 강력
한 요구가 대표적인 예이다.130) 이러한 변화는 한-미 동맹의 내용이 점차 북한
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
라서 한-미 동맹의 재편이 한-중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국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128) Cha(2010).
129) Silove(2016).
130) ‘네트워크화된 동맹’이 기존의 ‘바퀴 축과 살’과 달리 동맹 간의 위계적 질서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
니다. 미국의 우위는 물론 네트워크 내의 중심적인 허브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는 ‘위계화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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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는 미-중 간의 타협을 통해 분열을 회피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미국 스스로 일정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
에서 영역별 변동은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주장하는 주요 의제는 강화되고, 일대일로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자 협정(RCEP) 등 미국이 중국의 블록화 시도로 간주하는 정책과 레짐은 둔화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시나리오 Ⅰ의 변형: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
1) 미국의 윌슨주의 후퇴와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
물질ㆍ구조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유지되면서도 문화ㆍ이념적 측면에서
양립 가능성이 약화되는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 요
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과 예외주의를 내
세우면서도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한 개입과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함으로
써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던 윌슨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131) 최근의 시
리아 철군 결정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미-중 경쟁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듯이 윌슨주의로부터의 이탈이 미국의
영향력을 역내로 축소하는 먼로주의나 완전한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패권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미-중 경쟁에 집중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하는 형태이다. 미국 국내의 이러한 경향성이 급속하게 강화된다면 물질ㆍ
구조적인 필요성이 유지되면서도 문화ㆍ이념적 측면의 양립 가능성이 크게 낮
아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의 고조가 이러한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 1990년
대 이후 중국에서 대중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권위주의 체

131) Nye Jr.(2019).

124 •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인 중국은 일반적으로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때로는 이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132) 그러나 2008년 이후 중국 공산당이 미
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중화민족의 부흥과 같은 민족주의적
가치로 변화시키면서 대중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는 특히 대외정책
의 공세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 민족주의가 대중 민족주의의
열망과 일치함으로써 대중 민족주의의 공격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국가의 관리
도 더욱 어려워졌다.133)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 집중을 위
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과 같은 민족주의적 수사와 정책이 더
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대외정책의 양보와 후퇴가 민족주의적 모
욕과 수치로 인식되어 대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발현되고 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용한다면 동북아 안보구조는 급격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힘
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손쉬운 민족주의적
감정의 배출구를 찾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고조는 <시나리오 Ⅰ>
을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조건적
이고 양립 불가능한 <시나리오 Ⅱ>로 가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2)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한반도 관계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회피하고 타협하면
서도 기존의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둔화되는 구조
이다. 앞서 살펴본 미-중의 국내 요인을 보더라도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
고 세계화 감속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도 크게 위
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가 고조될 경우 미-중 간 타협이 형성된 상황에서 한국
132) Weiss(2014), pp. 3-4.
133) Zha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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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손쉬운 배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충돌은 중국 당국도
원하는 바가 아닌데, 예를 들어 과거 동북공정이 한-중 관계를 훼손시켰다는
평가하에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들은 고구려사(史) 연구 등을 하지 않
고 있다.134) 그러나 최근 대중 민족주의의 심화와 영향력 증가로 과거처럼 사
소한 사건이 한-중 민족주의의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의 타협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지속되는 조건
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러나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조성이 어려워져 이것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입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양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협력은 과거 미-중의 협조 체제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그랬던 것처럼 강대
국이나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컨소시엄이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을 강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 시나리오 Ⅱ: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
1) 중국의 적극적인 대결 선택과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
미국은 2011년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역내 패권을 차단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남중국
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하였으며, 베트남-미얀마 등 중국의 주변 국
가와 외교관계를 강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오바마의 기존 정책
을 대부분 되돌리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대중국 전략만큼은 오히려 계승하고 발
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타이완
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무기를 판매할 것을

134)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와의 인터뷰(2018. 12. 10.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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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하였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관세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활성화와 남중국해에
서 ‘항행의 자유 작전’의 정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제정하였다.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적극적인 대결을 선택할 경우 조건적이
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논리뿐 아니
라 미-중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도 때문에 미-중 대결이 전면적인 대결이 되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과정 중 양
국 해군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상대적 국력 차이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전
면적인 충돌은 아니더라도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적인 대결 국면
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부담 전가와 한국의 역할 재설정
미-중의 본격적인 대결은 한국에 미-중 간의 양자택일과 한쪽으로부터의 배
제를 강제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동맹의 재구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아시아 재보증 법안’에서 잘 드러
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담긴 한국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Indo-Pacific region)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②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협력은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다른 국방 관련 내용을
심화한다.

‘법안’은 일본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남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의 ‘해양 정보 통합망(maritime domain awarenes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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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호주-인도와 함께 일본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기존의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한국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에서도 빠졌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 동맹의 지역적 범위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었고, 특
히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별도로 강조되면서 협력 내용도 중국이 민감해
하는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가 포함되었다. 이는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면
단순히 양자택일이 아니라 진영의 귀속과 배제가 강제되며, 지리적ㆍ내용적으
로도 전면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미-중 대결에서 한국이
당사자가 되도록 강제할 것이다.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한반도 관계
양자택일과 배제에 직면하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가장
우선적이며 시급한 점은 한반도가 미-중 간 국지적 충돌의 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예상으로 미-중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남중국
해와 타이완 해협이다.135) 이는 단순히 현재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
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미국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육군의
투입이 거의 없이 해ㆍ공군의 투입으로 전개되고 단기간에 종결되기 쉬운 이
지역에서의 충돌이 더 나은 선택이다. 그러나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가 충
돌의 장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의 본격적인 후퇴와 경제 블록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
성이 커진다면 무역 다변화와 내수에 의한 성장 유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
이는 장기적인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환태평
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도
폐기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로 인해 미-중 간 경쟁이 블록화되지는 않았

135) Heginbotham et al.(2015); Kelly, Gompert, and Long(2016); Long, Kelly, and Gomper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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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대일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일대일로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일대일로를 ‘약탈적 투자’라며 직설적으로 비
난하기 시작하였고,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외 투자개발기구를 설립하
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파키스탄 등에 구제금융을 줄 때, 이 돈이 일대일로 상환금으로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하기
도 하였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중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미국도 경제 블록화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중 간 경제 블록의 선택을 강요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또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갈수
록 배제와 진영의 논리가 전면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과 북이 모
두 대립을 강요받게 된다. 최선책은 근본적인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미-중의
대결에서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역내 미-중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 시나리오 Ⅱ의 변형: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
논리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봤듯이 경쟁국들이
문화ㆍ이념적 차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물질ㆍ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건적인
속성이 문화ㆍ이념적 차원의 양립 가능한 속성과 공존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현재의 정세로 볼 때 미-중이 물질ㆍ구조적 측면에서 대립하는 조
건적 상황에서 문화ㆍ이념적 측면의 대립이 억제되는 기회주의적 상황이 수용
될 것 같지도 않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민족주의적 감정 등 국내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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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통제하고 국제질서의 안정과 내용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타이완,
북한 등에서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고 다른
이슈로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전형적인 <시나리오 Ⅱ>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3. 소결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급박한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 차원의 안보구조 변화를 파
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
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섣부른 ‘세력전이론’에 경도되는 태도는 물론 안이한
미국 패권의 지속에 대한 확신 모두 경계해야 할 관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적인 자료들은 미국이 글로벌 차원의 패
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중국이, 최소한 양적 측면으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 우위에서 절대적 우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제국’으로서의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하지
는 않더라도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 이는 국제정치 구조의 구조적 변동이 추
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의 득세와 윌슨주의의 후퇴라는 미국 국내정
치의 장기적인 변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세계화 감속이 지속되고 미-중 갈등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가능한 모든 조건을 나열하거나 인위적으로 이념형을 대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현재의 조건을 통해 시나리오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물
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
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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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하나, 각각의 시나리오가 가지는 개별적 내용을 조건에 따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
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은 대립되는 두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이행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
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가 충돌의 장
소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
력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는 중
국의 추격에 직면한 우리에게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중 대립이 글로벌 차원에서 미치는 부정적 영
향력과 미-중 양자택일에 대한 강제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기도
어렵다. 이는 현재의 조건에서 일시적일지라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를 필요로 한다. 중국은 양보된 부분을 자신이 우위를 가진 지역과 영역,
즉 동북아시아와 비안보 부문에서 보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한국은 한-중 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와 국제 레짐의 약
화 또는 붕괴도 지속될 것이다. 미-중 각각의 국내정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킬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는 우리
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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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 133

이 장의 목적은 앞에서 제시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상황에서 한국
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장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에 따른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응해야
할 영역을 외교ㆍ안보, 경제ㆍ사회로 나누고, 각 영역별 대응 방향과 과제를 초
보적으로 제시한다.

1. 시나리오 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1) 현황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Ⅰ은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대국 간 협력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이 완화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
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는 동북아 행위 주체들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재
편 가능성이 증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줄곧 동북아
안보구조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의 입지 차이이다. 즉 탈냉전 시기에 주어진 조
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담한 실용적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진영
의 러시아-중국과 수교하면서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한국과는 달리
동북아 역내 환경에서 고립되었던 북한은 이후 정권 존립을 끊임없이 위협받았
으며,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주력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원조와 교
역의 중단,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국가경제 파
탄과 극단적 민생 궁핍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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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나리오 Ⅰ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른 동북아 역내 행위자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이다. 한국이 열린 공간의 자율성을 포착하여 새로
운 대외관계를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추동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신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국익을 추구
해나가야 한다.

2) 목표와 방향
시나리오 Ⅰ 상황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여건의 강화ㆍ지속ㆍ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고안되어야 한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 ②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측면의 대외관계와 관련한 평화번영의 가치 확산
및 역내외 영향력 제고 ③ 경제 산업 측면에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 통합 추진 등을 시나리오 Ⅰ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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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나리오 Ⅰ 관련 대응 목표와 방향

✔ 평화프로세스 진전
✔ 북한고립 탈피 지원

미중 전략 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 선도

✔ 개방경제 확대/강화
✔ 남북경협 추진

평화안보환경 창출
다자협력공감대 형성

보호주의 기조 완화
실질적 국익 증진

✔ 역내외 협력 조성
✔ 평화외교 추진

자료: 저자 작성.

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생적 조건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역내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ㆍ안보, 경제적 역량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시작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선도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라는 변수가
함께 작용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물론 한-미
관계ㆍ북-미 관계 등 다른 변수와 상충관계가 아닌 선순환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양자관계의 선순환과 동조화는 이제까지 남북관계와 한반
도 비핵화 국면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드문 기회이다. 2018년 이후
의 변화로 한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가장 잘 부합하는 기
회를 맞게 되었다.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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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수단이자 가장 자율적인 정책 도구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역내 안정이라는 국제
사회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미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을 이완시키고, 양국이 공동으로 이득이 되는 전략적
이해의 토대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
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간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
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
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나) 동북아 평화번영의 가치 확산 및 역내ㆍ외 영향력 제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여 미-중 전략적 이해관계의 유지ㆍ확대를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이념과 가치를 동북아로 확대시켜 지
역의 협력 기반과 한국 주도의 다자협력 외교공간을 창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
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ㆍ안보 영역에
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를 해결하기 위
하여 역내 국가들의 점진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로운 역내 안보환경
창출을 위한 다자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도록 한다.136) 평화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 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이끌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
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에서 전 세계로 범위
를 점차 확장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
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36) 동아시아 국가 관계의 아시아 패러독스 특징에 대해서는 장호준, 김수한(2016), pp. 53~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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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 통합 추진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사회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 기존의 개방적 제도적 장치와 그 영향력이 현상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
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나리오 Ⅰ과 같은 필연적이고 양립 가
능한 미-중 관계는 중국의 합리적 선택, 즉 단기간에 미국을 추월하기 힘든 상
황에서 양보를 선택하여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미국에 대한 억
지와 추월을 시도할 것이며, 민감한 안보 영역보다는 경제 부분에서의 도전이
보다 빨리 가시화될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 Ⅰ의 긍정적인 상황과 도전적인 측면 모두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
으로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경협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
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의 매력을 증진시켜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
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다음에서는 시나리오 Ⅰ 상황에서 제시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중국과
의 관계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 외교ㆍ안보 △ 경제ㆍ사회 분야별 주요 과제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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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ㆍ안보
외생적으로 미-중 간 필요적인 전략적 이해구조가 이루어지고, 양립 가능한
문화적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외교ㆍ안보 부문에서의 기본 여건은 다음
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 기본 환경 및 전망
① 미-중 간 마찰ㆍ갈등의 완화 또는 유보
국제관계의 안정과 글로벌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국인
중국 간의 가시화되었던 마찰과 갈등이 완화 또는 유보되고, 중국은 대미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게 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역내 국가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전략적 관계 설정 가능성이 증대된다.
②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면에 대한 중국 관여의 확대
상술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정권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립 탈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지속을 위해 북-중 동맹을 매개로 한 중국의 대북
관여가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추진 방향과 과제
미-중 간 마찰ㆍ갈등이 완화 또는 유보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면에 대
한 중국의 관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
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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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거시적으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미-중 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가장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미-중의 경쟁과 충돌이 약화되고 유
보됨으로써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에 직면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미-중 합의하에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양보로 인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국제질서가 지속적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중 경쟁 구도에
서 미국의 기존 패권에 대해 중국이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필
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조성될 경우 중국의 합리적 선택은
영역별ㆍ국면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힘을
키우는 전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간 외교ㆍ안보적 마찰 가능성
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의 성격을 북한에 대한 억지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실현되거나, 한-중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신뢰를 확보하고 양국관
계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의지 등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한-중 관계는 비슷한 시기에 수교 및 복교한 다른 어떤 국가
보다도 교류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넓은 모범적 양자관계가 되었다. 선린우호
관계에서 출발한 양국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
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중 양국이 전략관계를 구축한 것은 양자 이슈
를 넘어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137) 이처럼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중 관계를 돌출적인 상황에서도
137) 성균중국연구소 편(201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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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간 상호이
해를 증진시키고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다층적 대화채널의 구축
과 운용이 필요하다.
양국간 다층화된 연계망은 첨예한 안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충격을 흡
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와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관계 악화 시
점에서도 보다 빠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복원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더불어 신
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 국가매력을 제고시켜 소비ㆍ문화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경제관계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보다 세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138)
한-중 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양국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구비하고 있다. 우선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기업ㆍ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기획력 및 업무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재정력을 지니고 있다.139)
또한 지방정부간 교류는 한-중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정부 교
류와 기층 민간 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의 위치에 있다
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채널을 다층화할 수 있으며, 국민참
여형ㆍ체감형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지방정부가 구축

138) 김수한(2017).
139)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에서 갖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내용은 신종호 외(2012), p. 265; 장호준, 김수한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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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축적된 교류 경험은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유용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
초단체가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의 결연관계를 체결
한 상태이다.140) 이는 한국 지자체가 일본 지방정부와 체결한 195건의 자매우
호도시 결연은 물론 미국의 지방정부와 체결한 154건의 결연 체결을 훨씬 상
회하는 수치이다. 양국 지방정부의 자매우호결연 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한-중 관계 내실화를
추진하는 데 양국 지방정부 교류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운용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 속에서 대중국 교
류ㆍ비즈니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
계 수립이 필요하다.141)
②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
시나리오 Ⅰ 상황은 미-중 강대국 간 전략적 이해, 역내 행위자의 자율성 확
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이익구조의 재구성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ㆍ안보적 상호의존도 증가와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역내 국가간 정치ㆍ경제적 차이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협력이 어
려운 지역이어서 역내 긴장과 갈등 해소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약과 한계성이
줄곧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정부는 지역의 안정과 한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태우 정부(1988. 2)부터 박근혜 정부(2017. 3)까지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구상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동북아평화협의
회’ 창설 제안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동북아 안보대화’, 김대중 정부의 ‘동
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노무현 정부의 ‘평화ㆍ번영의 동북아
14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검색일: 2018.12. 30).
141)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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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동북아 중심국가’,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 박근혜 정부의 ‘동북
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제기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동북아플러스책
임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조성을 제시하였다.142)
하지만 한국이 주창한 일련의 다자협력 기제는 북한과의 안보갈등 특히 북
핵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ㆍ남북 정상
회담ㆍ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분위
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역내외 국가들과 다자협력 기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과 양자관
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자적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새로
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다자협력 성과에 기초하여 이를 다자군사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역내 다자군사협력체는 현재의 쌍무동맹을 대체하거
나 전통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집단안보기구가 아니라 기존의 안보구조를 보
완하는 차원에서 역내 국가간 다자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동북아 다자군사협력체에서는 테러ㆍ전염성 질병ㆍ해적ㆍ재해재난ㆍ
수색구조훈련ㆍ비전투원 후송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
고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미-중 간 전략
적 경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역내 안보협력의 기반을 점
진적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143)
다른 한편으로 북-중 양자간 관계를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을 전환하여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와 구조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북-미 간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한 큰 틀에서의
142) 최은미(2018), pp. 4~9.
143) 박창희(2012),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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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거쳐 평화체제에 진입한 이후 실질적인 북한의 경제
협력 및 지원 등의 개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개발과 경협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북-중 동맹을 통한 중국의 과도한 간섭과 영향
력 확대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표 5-1. 역대 정부의 다자협력구상(노태우 정부~박근혜 정부)
노태우 정부

제안명

동북아평화

동북아 안보대화

협의회

(NEASED)

한반도탈냉전화
원칙
비전

김영삼 정부

동북아대결구
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로
전환

동북아지역
안보환경
개선을 통한
평화정착

한국, 북한,
대상국 포괄적지역접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6개국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동북아 6자

동북아다자안보

평화협의회

협력체

동북아다자안보 동북아평화안보
협력기구

협의체

동아시아포럼

(NEAPSC)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북아

신아시아구상

평화협력구상
(NAPCI)

역내협력
→ 동아시아

평화ㆍ번영의

경제위기극복

동북아시대

→ 지역평화

동북아균형자론

실용외교

신뢰외교

기여
ASEAN+3

동북아시아,

한국, 북한,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일본 등

서남아시아,

6개국

남태평양지역 등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중심으로 확산

동북아중심국가
미-소 대립
완화,
내용

한, 중, 일, 러,

일-소

미, 북 6개국 간

영토분쟁,

소지역 차원의

중-소 화해,

다자안보대화

한반도 평화와

추진

안정유지 등

ASEAN+3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 EAVG,
EASG

→ 동북아경제

연성안보→

중심

아시아 각국과

→ 동북아시대

맞춤형경제협

논의 확장, 역내

* 동북아시대

력관계 구축,

공동의 위협에

동아시아 공동체

대한 대화와

추진 등

협력 관행

위원회
* 동북아경제
중심추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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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안보로

축적

표 5-1. 계속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역내 상호불신
동아시아
국가원수로서
제거, 대화/
지역협력과
유엔총회 첫
협력 통한
통합의 제도적
연설, 한반도
신뢰형성,
의의
기틀 마련,
평화와 주변
군비통제
다자협력의
여건의 연계성
문제와 분쟁의
진전
시사
예방조치 협의

한계

한-소,
한-중 간
외교관계
미수립,
미-중의
미온적 태도,
북의 반대

주변국 참여
미진, 우리
정부의 약한
추진력

노무현 정부

한국외교
노선 명확화

미국
‘균형자’의
설득실패,
의미와 역할,
ASEAN을
한국의 능력
둘러싼
유무, 주요
중일경쟁 대응
국가들의 지지
미흡, 민족과
미확보,
자주의 지나친
실현가능성에
강조로 인한
대한 고려
지역통합에
미흡
부정적 영향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외교
범주 확대

연성안보
협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
우리외교의
정체성 설파

아시아의 범주
불명확,
실행계획/개념
/내용의 모호성,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비전
부족

연성안보에서
경성안보로
논의 확장
의구심,
북핵위협
증대,
대통령탄핵
등으로
추진동력 상실

자료: 최은미(2018), p. 30.

다) 기대효과
위에서 제시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통해 ① 한-중 간 전략적 신뢰 구축과 관
계 내실화를 위한 토대 마련 ② 동북아 평화번영의 가치 확산 및 역내 한국의
외교역량 증진 ③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있어 북-중 동맹관계의 영향력
감소와 한국의 주도권 확보 등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ㆍ사회
가) 기본 여건 및 전망
외생적으로 미-중 간 필요적 전략적 이해구조가 이루어지고, 양립 가능한 문
화적 조건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경제ㆍ사회 부문에서의 기본 여건은 다음과 같
은 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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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 경제성장의 여건 개선
미-중 간 전략적 이해의 증진은 외교ㆍ안보 영역을 넘어서 경제ㆍ사회 부문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교역량이 유지되거
나 증가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역시 확대된다.
② 미국과의 갈등을 우회하기 위한 중국의 국제협력 확대
‘중국제조 2025’ 등의 국가전략을 통해 제조업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재편
을 추진하는 데에 미국과의 마찰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
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기 위해 산업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③ 일대일로 전략의 조정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미국과의 마
찰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 동아시아 역내의 일본, 인도, 동남아국가의 자율성이 증대
되어 일대일로를 둘러싼 다층화된 경쟁과 마찰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나) 대응 방향과 과제
중국 경제성장 여건이 개선되고, 미국과의 갈등을 우회하기 위해 국제협력
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 조정 국면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익을 창출하
기 위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① 중국과의 경협 확대 및 제도적 협력 추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교역ㆍ투자ㆍ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상호 성장을 견인해
왔다. 양국간 지속가능한 경제파트너 관계 유지를 위한 규범 및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기존의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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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에서 점차 기술 추격국을 거쳐 기술 선도국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의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
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양국간 지속적인 기
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련 국제표준을 구축하는 등 협력적 요소를 함께 만들
어가야 한다.144)
② 한-중 FTA 확대를 통한 동북아 역내 경쟁력 제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개방적 대외경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중 양자간 FTA를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
하여 역내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간 분업구
조 구축에 유리하다.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FTA 협상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자유화, 투자 활성화, 통합된 시장 형성 등
지역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145)
③ 중국 일대일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연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의 기본 틀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
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한국경제의 새
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우리의 경제 활동무대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려는 그랜드 플랜이다.146)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신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북한 전역에 걸쳐 성장지대를 육성하고, 이를 남북과 대륙 및 해양을 잇는 교통
물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한반도 상생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이다.
144)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현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은 한재진(2017)을 참고.
145) 다자간 FTA를 통한 한-중 협력강화에 대한 내용은 현상백 외(2017), p. 22 참고.
146)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으로 공표되었던 구상의 명칭은 2019년 현재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다. 2018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
계획(2018~2022)｣에서도 ‘평화공존, 공동 번영’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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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갖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간개념의 확대에
있다. 우선 남북을 포함하는 하나의 한반도를 기본 공간지대로 상정하고 상생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대륙과 해양
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역할과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한
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대
륙 국가와의 협력이 긴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접경협력과 관련한 중국
의 우호적 정책 동향이 포착되는 등 구상 추진의 대내외적 기회 요인과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147)

그림 5-2.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자료: 통일부, 부처별 주제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12. 30).

147)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는 김수한(201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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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상호의
존적 동맹관계의 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에 계속된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북-중 관계는 경색되었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
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중국 당국은 북한으로의 동북지역 대외 개방 루트 계획
을 중단하고,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서향(西向) 개방 일변도의 동북 개방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빠
르게 진전되면서 이 같은 동북지역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
으로 치달았던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협력을 위한 움직
임이 다시 포착되었다. 랴오닝성 정부는 2018년 9월 10일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 실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 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공
개하였는데, 이 문건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 호전을 기회로 활용하여 북한-한
국-일본-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경제회랑’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와 도로 및 통신망을 잇는
사업 방안 등을 언급하였다.148)
일대일로 전략 조정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서향 일
변도의 일대일로 대상 공간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유
도하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의 접합점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로써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의 접경
에서 모색되고 있는 초국경협력지대 개발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148) 辽宁省人民政府(2018. 9. 10), ｢辽宁“一带一路” 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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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개요

자료: 「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2018. 9.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30).

랴오닝성 지급시(地級市)인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
닿아 있는 북-중 접경도시이다. 북한과의 교역 중심지인 단둥은 관련 초국경개
발 경험과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의 전초기지로
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9년 북-중 지도부가 합의한 접경개발 구상에 따
라 2013년까지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을 초국경협력지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ㆍ기구ㆍ법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토지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신압록강
대교 및 호시(互市) 그리고 단둥 신도시 등의 도시 교통ㆍ상업 인프라가 구비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
보다 앞서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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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적 의존의 위협을 방지하고, 북한 개혁개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압
록강 유역의 초국경협력지대를 남-북-중이 참여하는 다자간협력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49)
표 5-2. 북-중 황금평 초국경협력지대 개발 계획 및 접경지역 주요 인프라 위치/경관
구분
목표

산업
배치

항목

내용

중점항목

신의주, 단둥과 연계 특성 발휘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경공업 발전

발전목표

1중심 4단지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

상업센터

단기：북중 공동시장 건설
장기：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 결합된 첨단 상업센터 건설

정보산업

단둥시와 연계, 소프트웨어 주문서비스

관광문화

아리랑 등 문화공연, 만화, 영화 ㆍ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시설농업

우량품종 육종, 관개시설 정비, 태양에너지온실, 채소ㆍ과일ㆍ화초생산, 농업기술
연구교류센터 건설

피복가공업 피복 공장 유치하여 주문생산, 유연성 생산, 장기적으로 피복상표 개발
항구
인프라

황금평, 신의주 간 여객 및 화물부두 건설, 단둥 대동항 이용

도로

그물망 형식 도로 건설, 단둥과 2개 출입도로 건설

기타

단둥공항 활용, 단둥에서 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 건설, 인터넷망ㆍ통신망

압록강철교

신압록강대교

황금평
자료: 「‘北中경협의 다리’ 新압록강대교 착공’」(2011. 1. 1); 저자 촬영(2018. 4. 28).
149) 김수한, 전유정(2018), pp. 147~1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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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효과
앞에서 제시한 대응방향과 과제를 통해 ① 개방적 글로벌경제 기조 지속 및
강화에 기여 ② 중국경제와 연동한 한국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 ③ 국제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의 지속성 및 안정성 담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시나리오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극대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1) 현황
제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Ⅱ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
후 중국의 역내 패권을 차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미국의 압박에 대
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결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경우로 미-중 관계는 조건적이
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
북아 안보적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태를 상정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
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 불가능한 국면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
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경쟁은
세계화를 감속시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미
-중 경쟁의 최전선인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미국-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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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Ⅱ에서 가정하
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사이에서 조심스럽
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
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
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2) 목표와 방향
시나리오 Ⅱ 상황은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방향은 기본적으로
조건의 약화ㆍ회피ㆍ분산에 주안점을 두고 고안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자강(自强)과 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 공간 확보 ②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③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시나
리오 Ⅱ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과제의 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4. 시나리오 Ⅱ 관련 대응 목표와 방향

✔ 전략적 공간 확보
✔ 한중 전략적 신뢰 재구축

白强

전략적 지위 제고
선택강요 회피

한중협력 재설정
동북아 안정 기여

✔ 대중 경제의존 경감
✔ 신경협 공간 창출

위협의 분산
미중 갈등 국면 우회

✔ 역내 긴장 완화
✔ 한중 민간 교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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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강과 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 공간 확보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Ⅱ의 구도와 변화 양상은 냉전적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한국의 국익에 불리하다. 더욱이 미-중 간 경쟁의 결과
를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오랜 기간 상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역내에서
중견국의 위상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지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국면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응 목표와 방향은 자강과 협력을
통해 협상 지위와 교섭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미-중 강대국 이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내생적
조건 속에서 보다 자주적인 행위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대외적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시나리오 Ⅱ에서는 미-중 간 갈등의 격화와 상호수용이 어려운 이념ㆍ가치
관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미국과 중국
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양대 진영의 형성과 경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 고양된 대중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영향을 끼쳐 중
국-한반도 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중 간 사
회문화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는 세계 교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교류를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특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ㆍ사회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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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공간을
동북아 역외에서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대상지 분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외교ㆍ안보적
갈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다음에서는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제시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중국과
의 관계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외교ㆍ안보 및 경제ㆍ사회의 각 분야별 주요 과
제를 제시한다.

1) 외교ㆍ안보
외생적으로 미-중 간 조건적 전략적 이해구조가 이루어지고, 양립 불가능한
문화적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외교ㆍ안보 부문에서의 기본 여건은 다음
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 기본 여건 및 환경
① 주변국과의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 빈발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가이익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
게 되면서 특히 경제나 역사 문제와 같은 연성안보 이슈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이 점차 경성안보 이슈로 옮겨갈 것이다.150) 예컨대 그동안 한-중 관계에
서 경험한 경제적 갈등은 양자관계에서 불거진 것인데, 이는 양국관계가 압축적
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마찰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역사

150) 이희옥(2017),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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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를 맺고 있는 한-중 간에
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배태된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
로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 역시도 양자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
리가 가능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변화하고 동북아 안보
구조가 연동되면서 중국을 둘러싼 경성안보 갈등이 보다 빈발할 것이다. 사드
배치와 그 해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경성안보 갈등은 다양한 행위
자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양자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② 중화주의에 기초한 공세적 대외정책 강화
미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중국 주도의 글로벌 전략이 둔화되면 공세적
이며 문화국수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중국 중화주의가 중국 대외전략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자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이 크게 증대되면서 공세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즉
현재 중국 민족주의는 강대국화의 결과로 출현한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공산
당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정당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적 지도국가
로의 부상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전통의 부활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며 문화 국수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151) 특히 시진핑 시기
의 대외정책에서 민족주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주창한 중
화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한 ‘중국의 꿈’이라는 국가발전 구호는 근대 이래 중국
민족주의의 주요 특징인 ‘반응적’ 성격에서 ‘자긍적’ 또는 ‘공세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51) 이문기(2014)는 21세기 중화민족주의가 전통적 중화주의 요소, 근대 혁명 시기의 국가주의적 저항
민족주의 요소, 그리고 강대국화 이후의 자긍적ㆍ공세적 민족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얼굴의 민족주의는 역사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층화(layering)’되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련 논의는 이문기(2014), pp. 202~2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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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이 자신감 있고 공세적일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에서도 서구의 기대와 달리 이른바 ‘중국적 길’을 더욱 분명히 할 것임을 시사
한다. 따라서 국제질서와 규범에 대한 중국과 서구의 인식의 격차는 계속 확대
될 것이다. 또한 자긍적 민족주의의 강화는 향후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단지
‘물질적 이익’의 논리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중화주의 전통에서 연유하는 ‘국가
적 위신’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될 것임을 시사한다.152) 이 같은 중화주의는 중
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 추진 방향과 과제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적극적인 대결을 선택하여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미-중의 본격적인 대결
은 한국에게 양자택일 강요와 한쪽으로부터의 배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선택할 수 방안은 미-중 양국간에 현안별 지지라는 지침
을 세워 일방으로의 경사를 막는 균형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
으로는 외교안보적 자강 추구를 통해 내적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신뢰관계 재구축과 비전통 안보 영역을 중
심으로 한 한-중 군사 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현안별 지지’를 통한 위험분산 전략 수립
한국은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증폭되고 동북아 역내의 진영 논리가 증대되
는 신 냉전 구도에 휩쓸려 동맹국가인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특정 국
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현안별 지지’ 태도를 통해 미-중 강대국 양
쪽 모두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분산 전략을 추구할
152)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정책 형성에서 국내적 통치 정당성 요인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중
화주의적 민족주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국가적
위신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논의는 이문기(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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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안별 지지는 상대국에게 현안별로 공개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미리 밝히고 그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상대국들 간의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153)
② 외교안보적 자강 추구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에서의 외교안보적 딜레마 상황
을 회피하거나 늦추기 위한 외교안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미-중 간 전
략적 이해가 충돌할 경우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될 동북아를 벗어나 인도-호
주-아세안 등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 개념의 평화와 비전통 안보를
의제로 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외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외교 전략적 선택지를 다양화ㆍ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방위 능력의 확보를 통해 안보
적 자강을 추구하고,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 추구를 위한 자율성을 강화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ㆍ미사일 위협
에 대비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154)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대
응능력의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155)
③ 구동존이(求同存異)를 탈피한 한-중 간 전략적 신뢰관계 재구축
한-중 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단순 수교와 우호협력 관계에서부터 전략적 협
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빠르게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냉전과 세계
화 시대에 부응하여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입각해 자국의 실리
를 추구하는 양국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탈냉전과
153) ‘현안별 지지’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및 사례는 정재호(2011), pp. 402~403을 참고.
154)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
(KMPR) 구축을 의미한다.
155) 관련 내용은 청와대, 국정과제 내용 참고(검색일: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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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로 하여금 이념과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156)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구동존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제
적 실리를 극대화하고자 하면서도 양국의 핵심적 외교ㆍ안보 이익과 관련된 영
역에서의 마찰과 갈등 가능성은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드러났다. 바로 한-중 수교와 한-중
상호 협력관계 발전을 추동한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제공하는 기회가 변화하
고, 양국간 전략적 공감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억제해왔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전략적 견해 차이가 빠르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불확실하고 불안
정한 요소가 많은 시기에는 오히려 핵심적 이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상호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전략적 신뢰 확대를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157)
한-중 양국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정책과 행동을 최소한 양해함으로써 전략적 불신을 축소해나가야 하며,
공통의 안보이익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넓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함으로써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58) 예컨대
한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
근하여 중국에 이를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반 중국 봉쇄 전략으로 확대 해
석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④ 비전통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구동존이를 탈피한 한-중 간 전략적 신뢰관계 재구축의 실천방안으로써 비

156) 한국과 중국처럼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 협력관계는 먼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발전시키고, 점차로 외교ㆍ안보 영역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확대해가는 이른바 기능주의
적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한-중 관계의
배경과 한계에 대해서는 서진영(2012), pp. 16~17을 참고.
157) 서진영(2012), pp. 38~39.
158) 조영남(2012),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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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안보문제, 한국과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
전 환경 구축 차원에서 한-중 군사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양국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군사관계는 1992년 수교 이
래 양국관계의 진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한-중 군사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일정 기간 고위층 인사 교류나 체육 교류와 같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점차 고위층 및 실무급 교류, 비전통 영역의 연합작전 수행 수준으
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중 군사관계
는 최근까지 군사 교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보정책 공조ㆍ정보 및 첩보
교환ㆍ군수방산협력ㆍ전통 안보 영역의 연합훈련 등을 포함하는 군사협력 단
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수준이 전통 강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의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 남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과 중국과 관계, 한국과 미국
과 관계 등 역내 안보질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59) 이러한 상황
에서 한-중 군사관계는 향후 군사동맹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지향하기보
다는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양국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 군사관계를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협력과 관련된 대화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논의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중 간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의 군사협력은 한계가 있
고, 불필요한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 의제는 비
전통 안보 영역에 관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중 간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해상 수색구조훈련을 확대하여 해적ㆍ테러ㆍ마약ㆍ재난구조
등의 상황에 대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60)

159) 이상국(2017), pp. 71~72.
160) 박창희(2012),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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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관계 증진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증대되
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사이의 정치ㆍ
사회적 협력은 뒤처지고 갈등이 증가하는 소위 아시아의 역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문ㆍ역
사ㆍ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를 운용한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기초한 대화
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인문유대(人文紐帶) 논의가 학술 및 정책 의제로
대두된 바 있다.
2013년 한-중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 정치ㆍ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② 경제ㆍ
사회 분야 협력 확대 ③ 인문유대 강화 활동 추진을 합의하였다. 특히 인문유대
강화를 중점 추진 방안으로 채택하여 학술ㆍ청소년ㆍ지방ㆍ전통예능 등 다양
한 인문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에
서의 협력과 다양한 문화 교류도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를 기대하였다.
당시 양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연성자산을 활용한 외교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한-중
인문유대는 다른 국가간에 실행하고 있는 ‘인문교류(People-to-People
Exchange)’와는 그 함의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중 간 인문유대는 양국의 역
사적ㆍ문화적 유대감과 공유하는 가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일반적인 인문교류
보다 더욱 심화된 협력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국가간 인문교류가 상호이
해와 존중을 위하여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것이라면 한-중 인문유대는 역사적ㆍ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유대감과 공유하는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
적으로는 공유된 가치를 기초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체제 구축 기반 형성
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교류의 틀이라 할 수 있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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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문유대는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었으나 한-중 관계의 악화와 박근혜 대통령 탄
핵 등으로 인해 그 추진동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양국이 공유하는 인문자산을
유교나 한자 등으로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인문유대는 자칫 중국의 문화종주국
논란만을 일으켜 관련 국가와 주변국 시민들의 반발만을 자초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구상의 실천에도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중 교류의 형식이자 내용으로서의 인문유대는 역사적ㆍ문화적 유대감을
기초로 하여 공유하는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변화된 질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미-중 갈
등이 격화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질서가 도래하는 상황, 그리고 중국 중화
주의의 대두와 공세적 대외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을 상정하였을 때 한-미 동맹
과는 다른 층차에서 한-중 양국관계 내실화를 도모하였던 인문유대 구상이 갖
고 있는 절충적ㆍ위험 회피적ㆍ실용적 정책효과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인 대화와 교류ㆍ협력 활동을 통해 한-중 양국의 공감 영역을 확
장하고,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 채널을 확보하여 지속
시켜나감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새로운 국제
협력의 가치와 형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인문유대는 과
거의 경험과 자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인문자산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 같은 새로운 가치의 발굴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한-중 지역 간 또는
도시 간 인문유대 추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공간과 역사를 공
유하고 있는 한-중 지역의 공통적 인문ㆍ역사 의제 발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실현방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또는 지역을 근간으로 한 동북아의 소통ㆍ
호혜의 전통과 기억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동북아의 지중
해였던 황해는 근대 이후 열강의 각축이 본격화되면서 충돌과 경쟁의 이미지가
161) 한중 인문유대가 갖는 기본 속성에 대한 내용은 장호준, 김수한(2016); 김수한(20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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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드리워졌지만 교역ㆍ행정사무ㆍ해난구조 등에 있어 한-중-일 3국이 협
력하는 공간이었고, 인천과 산둥반도(山東半島)를 오간 인적ㆍ문화 교류 담지
체로서의 ‘화교’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도시 간의 유사성은 상호
교류의 내용과 지속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
와 중국 톈진시(天津市)는 양국 최초의 개항장이자 수도권 관문도시로서의 역
사성은 물론 양 국가를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한-중 미래
발전의 선도지역이라는 위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지방정부간
자매우호 결연으로 형성된 신뢰와 우의가 바탕이 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미시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인구ㆍ국토의 방대함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 대 국가 수준의 인문유대 전개와 더불어
도시ㆍ권역별 협력 어젠다 발굴과 관련 사업의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
다.162)

다) 기대효과
앞에서 제시한 대응방향과 과제를 통해 ①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파트
너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의 제고 ②
중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불신 예방
③ 완충장치로서 한-중 군사 교류와 민간 교류 채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경제ㆍ사회
외생적으로 미-중 간 조건적 전략적 이해구조가 이루어지고, 양립 불가능한
문화적 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경제ㆍ사회 부문에서의 기본 여건은 다음
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2) 한-중 지역 및 도시정부간 인문유대 추진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는 김수한(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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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여건 및 환경
① 세계화 후퇴와 경제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보호주의 노선의 확대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비
록 중국은 내수경제를 위주로 국가성장 전략 패러다임을 재편하였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에 대한 대외교역과 투자 부문의 기여도가 큰 상태이다.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전환되어가면서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밸류 체인
(value chain)’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양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간재와 소비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참여하
고 있기 때문에163)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에 따라 중국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중국의 대외교역과 투자에서 경제 외적 요인 영향의 증대
미-중 마찰과 중국 대외관계의 공세적 성격이 중국과의 대외교역과 투자 등
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로 간주하는 일대
일로 등은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연선국가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반
발 속에서 추진 속도가 둔화되고 사업의 범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컨대 2018년 7월 외환위기에 직면한 파키스탄 새 정부가 중국이 추진하는 일
대일로 사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재검토하기
로 하였고,164) 2019년 1월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의 동남아 핵심 사업 중 하
나였던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연결(ECRL) 계획을 취소하였다.165)
163) 양평섭(2017), pp. 93~96.
164)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총 62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은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육로로 관통해 중동 지역으로 바로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한다. 이 사업을 위해 요충지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개발하고, 중국 국경에서 이곳까지 도로ㆍ철로를 만들 예정이었으며 발전소
도 만들 계획이었다. 관련 내용은 ｢중 ‘일대일로’ 사업 삐걱 파키스탄 재검토, 말레이시아는 취소｣
(2018. 9. 10) 보도 참고.
165) 2016년 10월 계약이 체결된 ECRL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북동부 해안 툼팟 지역에서 서부 해안 클랑
지역까지 668km 구간에 이르는 해안철도를 놓는 사업이었다. 2024년 이 철도가 완공되면 중국은
미군이 주둔 중인 싱가포르의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중동산 원유를 수송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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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방향과 과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대결을 선택하여 조건적이고 양립 불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
역 다각화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위협요인을 분산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
여야 한다.
①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의존도 완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중 교역구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는 한
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은 자
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간
재 수입 대체 가속화에 따라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대 중국 수출이 한계에 봉착
하고, 중국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현지 생산 체제를 보다 빨리 구축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첨단산업 및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아직 조
달 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참여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중 교역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향후 동북아 역내 안보 갈등이 격
화될 경우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외 국가와의 교
역 다각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아세
안 및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 정책은 상품 교
역뿐 아니라 기술ㆍ문화예술ㆍ인적 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
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으로 예상되었다. 관련 내용은 ｢中 ‘일대일로’ 확장, 말레이시아서 덜컹｣(2019. 1. 28)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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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 미-중 무역 분쟁 우회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인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양국의 통상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가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
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
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각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아세안+3(한-중-일)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나갈 필요가 있다.166)

다) 기대효과
앞에서 제시한 대응방향과 과제를 통해 ① 중국과 미국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 재편 ②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의 분산ㆍ우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66)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
투명하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이 타결돼 아시아 지역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가 출범한다면 자유무역지
대로서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참여국의 인구수만 34억 명, 국내총
생산(GDP) 규모는 20조 달러에 육박한다. 관련 내용은 ｢인구 34억 RCEPㆍ세계GDP13% CPTPP...
다자 경제블록 참여 무역전쟁 극복 모색을｣(2019. 1. 15)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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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과 같이 제5장에서는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
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
현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른 동북아 역내 행위
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
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
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
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
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 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다층적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
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
도로 견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과 달리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
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
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증진, 그리고 경제 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울
러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
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구동존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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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관계 재구축, 비전통 안보 분야를 중심으
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그리고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경제에의 의존도 완화,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
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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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
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
중국 관계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
인 배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
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
도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
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
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
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
(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
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
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과 한반도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 주체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
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 조합물로서의 관계 혹은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새로운 외생 조건의 출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
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

170 •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화로 인한 외생 조건에 대해 동북아 안보환경은 내재적으로 그 기득권 질서와
각 행위 주체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그 결과의 조합으
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
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
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
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
원의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우
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제국적
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
하였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계화 감
속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
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
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
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
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
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
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
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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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
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본문에서 [표 6-1]과 같
이 목표와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1. 시나리오별 전략 방향ㆍ목표 및 분야별 주요 방안
시나리오 Ⅰ
강화/지속/유지
전략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향/목표 ∙ 평화번영 가치 확산ㆍ영향력 제고

시나리오 Ⅱ
약화/회피/분산
∙ 자강ㆍ협력으로 자율공간 확보
∙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 개방경제 활용한 경제발전 도모, 남북경제 통합 ∙ 경제교류 다각화ㆍ신경협 공간 창출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
외교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ㆍ한중관계 안정화

안보

∙ 한반도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

∙ 외교안보 자강 추구
∙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관계 증진

∙ 한중 경협 확대ㆍ제도적 협력
경제
사회

∙ 한중 FTA확대를 통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와 한반도신경제구상 연계

∙ 교역 다각화→중국의존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
∙ 미-중 무역 분쟁 우회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
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 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
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
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 적
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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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
에서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외
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
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
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
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
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
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
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
립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
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
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
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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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
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
가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
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
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관계 재구축 △ 비전통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
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
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
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
안 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
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
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
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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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
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
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
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
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
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
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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