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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
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
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
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
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
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
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
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
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
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
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
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
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
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
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
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
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
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
(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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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
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
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
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
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
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
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
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
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
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
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
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
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
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
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
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
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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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017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됐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
젝트와 관련하여 자국의 추진 의지와 계획, 포부를 선전하고,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 회의가 눈길을 끈 것
은 중국이 주창하여 만들어낸 최고위급 회담이었다는 점과 국제사회가
적극적 참여를 보인 점 때문이었다. 이 회의에 28개국 정상을 포함해
130여 개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포럼을 취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4,0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 4월
26일에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37개국 정상과 150여 개국의 대표단, 90개 국제기구 대표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정부는 폐막식에서 이번 포럼기간 동안
6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1)
이에 앞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0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선언했고, 2016년 1월
16일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에
도 불구하고 동남아 및 중동 지역 국가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도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여, AIIB는 명실상부한 중국발(發)
국제금융 네트워크로 태어났다.
중국은 정당 차원에서도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창출해내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중국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1) ｢中 일대일로 포럼 폐막… 시진핑 “640억 달러 프로젝트 체결”｣(2019. 4. 27), http://vie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9042721432833902(검색일: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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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대화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 200여 개 정
당 및 정치조직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 정당 행사가 됐다.
그 밖에도 중국은 APEC과 G20 회의, 동ㆍ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국
제회의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자국에서 개최 및 유치하고 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SCO)와 같은 새로운 지역협력체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12년 중화민국 성립 이후 줄곧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이어왔던
파나마가 2018년 6월 13일, 타이완과 단교하고 대륙의 중국정부와 국교
를 수립했다. 타이완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가운데 최장기 수교국
이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던 파나마였기에 타이완 정부에는
큰 외교적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파나마의 결정에는 차이잉
원(蔡英文) 민진당 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와해하고자 한 중국공산당 정
부의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8년 2월 10일, 쓰촨(四川)성의 한 군부
대 내에 있는 위성발사센터를 방문해 우주설비 발사대와 내부시설 등을
시찰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해당 위성발사센터에서는 28번째와 29번째
베이더우(北斗)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 베이더우 위성은 중국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GPS) 구축을 위한 ‘베이더우 위성 프로
젝트(北斗衛星工程)’의 일환으로 발사된 것인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행의 위성항법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 네트워크’를 설계
중이다.2) 실제로 2018년 초에 중국 위성항법관리실의 란청치(冉承其) 대
2) ｢发射次数将再创历史新高！ 2018长征系列运载火箭三大看点｣(2018. 2. 12), http://www.xinhuanet.
com/politics/2018-02/12/c_1122410122.htm(검색일: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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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올해 안에 10개가 넘는 베이더우 3호 위성을 발사해 일대일로
참여국에 위성항법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30개
의 북두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에 서비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3)
그리고 2019년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기간 동안, 시진핑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지
역의 장기적 안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4)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서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할 것임을 드러냈는데, 이 또한 북핵문제라는 복잡한 네트
워크 속에서 중개자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속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
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2018년 세계를 놀라게 할 중국의 7대 과학 기술｣(2018. 2. 8), http://www.newspim.com/news/view/
20180206000237(검색일: 2018. 2. 9); ｢中시진핑, 춘제 앞두고 쓰촨 위성발사센터 방문｣(2018. 2.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3/0200000000AKR20180213074100083.HTML?
input=1195m(검색일: 2018. 2. 13).
4) ｢[视频]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 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2019. 6. 20), http://tv.cctv.com/
2019/06/20/VIDEDojh0AZw94U9YMwOoTaM190620.shtml?spm=C31267.PFsKSaKh6QQC.S71105.
29(검색일: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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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현실주의 이론의 종합자라고 할 수 있는 모겐소(Hans J. Morgenthau)
는 “세계가 국가들로 분리되어 있는 한 ‘국가이익’은 국제정치에서 진정한
최후의 언어”라고 국제정치의 본질을 나타냈다.5) 그리고 이러한 국가이
익은 권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자원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 가장 유력한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국제정치의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본문 내용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한편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권력의 정의를 ‘한 행위자가 원하
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규
정하며, 그러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지배력’과 ‘흡수력(co-optive
power)’의 두 가지로 설명했다. ‘지배력’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하도록 만드는 힘인데, 앞서 언급한 현실주의 시각에서 중시하는 군사력
과 경제력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를 ‘하드 파워(hard power)’라고 정
의했다. 반면 ‘흡수력’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도 원하게 만드는

5) Dougherty and Pfaltzgraff, Jr.(1990),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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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이는 문화와 이념, 국제체제 창설능력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
을 원천으로 하며, 이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고 정의했다.6)
나이는 이와 같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권력이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즉 21세기 국제정치에서는 비물질적 권력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도 변환을 겪는다고 말한다.
다만 나이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드 파워를 무시하
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나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바로 ‘스마트 파워(smart power)’가 그것이
다. 이러한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조합해서
성공적 전략을 도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결국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양자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활용한다는 스마트 파워의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신장된다고 할 수 있다.7)
나이가 제시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
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발견되는 권력의 변환을 간결하고도 쉬운 용어
로 설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ㆍ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국제정치권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발견된다. 무엇보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기초가 갖추어질 때 작동하기 때문에 소프트ㆍ
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강대국의 논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소프트ㆍ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도구론과 전략론에 치중한 접근이라는 한

6) Nye(1990), p. 167.
7) 김상배(2014b), pp. 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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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고,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구조 차원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둔감하다는 지적도 있다.8) 이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서 변환
을 겪는 국제정치의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ㆍ
스마트 파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에 주목하고자 한다.9)
네트워크 권력이란 행위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나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 전체를 창출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이 지니는 의미는 행위자
의 내재적 속성과 차원에서 비롯되는 권력과 행위자 밖의 구조적 요소로
부터 발생하는 권력을 복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서 발견된다.10)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에 따르면, 중국외교는 기존의 하드 파워
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의 활용단계를 이미 넘어
서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기존의 네트워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타국의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등 적극적으
로 네트워크 권력을 구축 및 사용하고 있다. 중국외교를 네트워크 파워라
는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국력 신장에 따라 공세

8) 김상배(2014b), pp. 241~251.
9)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을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Castells, Manuel(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 3-48;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rewal, David Singh(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김상배(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
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4), pp. 397~408.
10) 김상배(2014b),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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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교 정책과 행태를 보이는 중국의 대외 정치ㆍ경제 행태를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
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 학계에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껑샹둥(耿向東)은 현대 중국외교를 일변도 외교
(1949~60년), 반제반수(反帝反修)와 세계혁명 외교(1960년대), 반수반
패(反修反覇) 외교(1970년대), 독립자주 평화외교(1980년대~후진타오
집권기),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为) 외교(1980년대 말후진타오 집권기)로 구분했다.11) 오카베 다츠미(岡部達味)나 왕샤오포
(王晓波), 리청홍(李承红), 션다웨이, 황위셩(沈大伟, 黄语生) 등 많은 연
구도 이와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다.12)
한편 현대 중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데 다양한 방법론과 이론이 활
용돼왔다. 새뮤얼 김(Samuel S. Kim)은 중국의 대외관계 연구과정에서
‘행위중심의 분석법’을 채택했고, 페어뱅크( John K. Fairbank)는 ‘전통
적인 역사문화 접근법’을 강조했으며, 량셔우더(梁守德)는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을 통해서 중국외교를 분석하고자 노력했다.13)
또한 자오췐성(趙全勝)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11) 耿向東(2011), p. 5.
12) 岡部達味(2001), 『中国の対外戦略』,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李承红(2008), ｢当代中国外交的根本转型与
分期问题: 一个外交政策分析理论的视角｣, 『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 2008年 第6期; 王晓波(2010),
｢当代中国外交历史分期问题述评｣, 『延边大学学报』, 2010年 第6期; 沈大伟, 黄语生(2010), ｢中国外交60
年变迁｣, 『当代中国史研究』, 2010年 第1期.
13) 홍정표, 장즈롱(2011),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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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단일 수준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서, 그 유형을 △국제
제약요인 중심14) △국내 결정요인 중심15) △정책결정자 중심16)의 접근
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중국의 외교 행태를 설명
하는 데 각각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반면 근본적인 취약점도 있다고
밝히며, ‘미시ㆍ거시 연계접근분석’이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
이렇게 현대 중국외교를 연구하는 데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이 적용돼
왔으며, 이를 통해 현대 중국외교의 성격, 핵심 사상, 변동요인, 전망 등
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독창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돼왔다. 하지만 이러
한 연구들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
치학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행위자 중심의 관점에서 주로 군사력과 경제
력 등의 하드 파워에 주목해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조지프 나이( Joseph Nye)가 제기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중국 내에서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2009년 10월 공공외교를 주요 연구 분야로 하는 차하얼(察哈尔)학회가 탄
생했고, 같은 해 11월엔 중국외교부 내 공중외교처가 공공외교판공실로
격상됐다. 그 후 주요 대학에 공공외교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중국의 목소

14) Levine(1980); Pollack(1982); Ng-Quinn(1983); Ross(1994); Cumings(1989).
15) Gottlieb(1977); Lieberthal(1984); Bachman(1989).
16) Schwartz(1967); Teiwes(1974); Pye(1977).
17) 자오췐성(2000), 번역: 김태완(2001), pp.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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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글로벌 미디어가 속속 등장했다.18)
이와 관련하여, 게리 D. 론슬리(Gary D. Rawnsley)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적 제도 및 과정 등이 결여되어 있고,
지도부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사회로부
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전개하는데, 이러한 중국의
공공외교는 주로 경제와 문화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19)
이와 같이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연구는 하드 파워를 거쳐 아
직 소프트 파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가 하드 파워
와 소프트 파워의 개념과 맞물려 탄생한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스마트 파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통한 현대 중국외교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적대관계를 해
소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 2월에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두 차례의 북ㆍ미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회담장소가 어디
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대상이 됐다. 여러 후보지가 거론됐지만, 결
국 1차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2차 회담은 베트남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18) 성균중국연구소(2014), p. 205.
19) 낸시 스노우, 필립 M. 테일러 편, 이병철 외 역(2013), pp. 6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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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목한 세기의 회담이던 만큼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국가위상 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양국이 자
국에서 세계적 정치이벤트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과 북한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힘이 작용했다. 특히 베트
남은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북ㆍ미 정
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과 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개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이 21세기 국제정치에서는 군사
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물질적 자원권력의 정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같
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여전히 물질적 자원과 행위자 중심이라는 노드
(node)의 시각에 머무른다. 중국외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
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시도되는 네트워크 이
론은 아직 중국외교로까지 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20)

20) 김현정(2015)의 연구는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중국외교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에 한정하여 이들의 개방성과 호환성, 유연성이라는
네트워크 속성을 살펴본 것으로, 네트워크 권력을 통한 중국외교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다음의 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통시적
분석을 위해 현대 중국외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야 또한 정치ㆍ경제를 넘어서 문화와 이데올
로기,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분석방법도 상기 연구가 주
로 질적 연구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함께 다량의 데이터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SNA)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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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연구의 주요 내용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특히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중국
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
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
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현대 중국외교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참신성이 있다. 현대 중국외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이론
과 방법론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현실주의와 이
상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행위자 중심, 물질적 자원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자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들이 만들고 있는 관계성과 비
물질적 자원에 주목하는 네트워크 이론을 통하여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을 시도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접근방법에서 상당한 차별성이 있기에 참신하고 창조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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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파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중국외교를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와 같은 기존 권력 개념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21
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개념들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파워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중국외교를 연
구할 때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취적이
고 도전적인 작업이다.
셋째,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유발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동일한 개념을
다른 대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국이나 일본, 한국 등과 같은 국가의 외교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파워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인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경제파트너이면서,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
교ㆍ안보영역에서도 중요한 상대국이다. 이러한 중국이 외교 영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5. 본 연구의 구성
이상과 같은 목적과 의의를 갖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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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장에서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21세
기 국제정치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
기한다. 그다음 네트워크적 세계정치이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이론들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과 효
용성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파워’를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
(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즉 집합권력과 위치권력, 설계권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1
절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중심으로 중국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구축 및 투사하는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한다. 그리고 2절
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는 미ㆍ중 통상마
찰을 미ㆍ중 사이의 네트워크 경쟁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그 속에
담긴 네트워크 파워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또한 3절에서는 중국이 자국
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경제성장모델과 각종 글로벌 협력기제를 살펴봄으
로써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설계권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전통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ㆍ타이완
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그리고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중
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고찰해본다. 특히 북핵 네트워크에서 담당하
는 중국의 역할을 통해 북핵문제에서 투사되는 중국외교의 위치권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ㆍ타이완 사이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에서는 ‘착취혈’
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와해전략을 분석한다. 또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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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안으로
서 작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며 중국외교의 설계권력을 가늠해본다.
5장에서는 비전통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살펴본다. 1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ㆍ중 표
준경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네트워크 파워 경쟁 구도를 분석한
다. 그리고 2절에서는 중국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로서 중점 추진 중인 일
대일로(一帶一路)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집합권력, 위치권력을 살펴본다. 또한 3절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상에서 어떠한 네트워크 파워를 구축 및 투
사해나가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렇게 3장과 4장, 5장에서 선택된 각각의 소재, 즉 RTA와 GVC, 미ㆍ중
무역마찰, 그리고 북핵문제와 신형국제관계, 미ㆍ중 표준경쟁 및 일대일로,
사이버 공간 등은 경제와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중국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한 후,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권력을 구축 및 투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질
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
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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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가.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성과와 한계
국제정치의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주류 이론으로 현실주
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들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를 상정하
고, 이러한 국가들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 경쟁하는 무정
부상태의 국제질서를 상정한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국제정치이론을
지배해온 이러한 전통적 현실주의는 1970년대에 이르러 여러 국제정치
이론들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모겐소(H. J. Morgenthau)
는 국제정치 현실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선험적인 인간의
권력추구 본성, 즉 권력욕(animus dominandi)에 기초하여 국제정치이
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21) 이에 월츠(Kenneth
Waltz)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전통적 현실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많은 국
제정치 연구가 국가라는 구성단위 및 국내변수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이러한 환원주의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위 수준이
아닌 구조 수준, 즉 국제체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포착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22) 그리고 이것이 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으로 발전했다.
한편 자유주의는 서양정치사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 연

21) 김태운(2005), p. 193.
22) 김태운(2005),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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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충돌하는 이
익들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또한 이러한 이익들의 조화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
정치에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들이 다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고 이를 위해 만들
어내는 제도가 국제정치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후 앞서 살펴본 신현실주의와 함께 길핀(Robert Gilpin)23)의 패권
안정론에 대한 반발로서 신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탄생했다. 왜냐하면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요 가정이나 주장과 달리 국제사회는 20세기 말 미ㆍ
소 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인해 국제정치 상황이 전반적으로 긴장완
화 및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반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군사적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외
의 행위자들, 즉 비정부기구나 다국적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국가간 상
호 의존을 크게 확대ㆍ심화했기 때문이다.24) 이와 함께 길핀의 패전안정
론은 제한된 조건, 즉 특정 패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협력과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오히려 국가간
경제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국제질서나 국제레짐도 붕
괴되지 않았다. 즉 국가간 분쟁들이 합리적인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을 통
해 해결되는 추세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25)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국제
정치이론은 국가간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
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보다 용이할 것이며, 이러한

23) Gilpin(1981).
24) 김태운(2005), p. 198.
25) 김태운(2005),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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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구성주의 이론은 물리적 힘에 기반한 국가행위자들간의 상호관
계나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
행위자들간의 사회관계, 특히 규범과 정체성에 기반한 상호관계, 이념과
문화를 매개로 한 행위자간 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제정치현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26) 특히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제정치학의 3대 주류 이론으로 성장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구성주의 학파가 가진 성장의 원동력은 기존의 이론들이 설명하
지 못했던 국제정치 제반사항들에 관하여 다른 이론과는 차별화된 새롭
고 효과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현실주
의와 신자유주의는 냉전의 종식에 대한 예측에 실패했고, 그 후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환경에 대한 적절한 분석틀과 설명력을 제공하는 데 부
진했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의 설명력은 기존의 이론들이 국제정치현상을
객관적 현실이라는 물질적 구조로써 파악하는 이론적 공리(theoretical
axiom)를 넘어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에 나타나는 사회적 성격에 집중함으
로써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27)
둘째, 구성주의는 정치행위자의 합리성에 기반한 기존 이론으로는 설
명할 수 없었던 국제정치현상에 관한 적절한 분석틀을 창출하는 데 성공
하였다.28) 즉 구성주의의 인식론은 국제정치에서 ‘합리적 행위자’에게

26) 전재성(2010), pp. 36~37.
27) 최종건(2007), pp. 5~6.
28) 최종건(200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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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공리’가 아닌 ‘실증적 분석대상’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부여하였
고, 나아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양대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탈냉
전기의 급박한 변화와 비물질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21세기적 국제정
치현상에 대한 대체시각을 제공했다.29) 이를 통해 구성주의 이론은 민족
주의와 인종전쟁, 국가의 소멸과 탄생, 종교분쟁,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국가간 인식의 차이에 따른 국제분쟁, 국제정치상의 제도와 초국가행위자
의 역할 강화, 비폭력 인식의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 등 기존의 물질적
합리성에 기반한 이론들이 담아낼 수 없었던 국제정치현상들을 학문적 영
역 내로 흡수하면서 학계의 이론적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30)
이상의 3대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함께 그 유용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이 국제
사회의 다양한 정세 변화를 설명해내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들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의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이론들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
로 노드의 시각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21세기의 복잡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데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존 주류 이론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로즈노(Rosenau)이다. 로즈노는 국내정치
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연 바 있으며, 탈국제주의
(post-internationalism)라는 개념을 통해 국민국가의 직접적 관여 없이
펼쳐지는 세계정치의 경향을 보여주고자 했다.31) 또한 일찍히 마르크스
29) 최종건(2007), p. 7.
30) 최종건(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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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제정치이론들도 탈국제정치이론적 성향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이
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라는 체제수준의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그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개
별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탈노드적 이론의 성격이 있다.32)
이렇게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이론적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비록 물질적 권력의 발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노드의 발상에 머무
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다시 말해 물질적 권력
의 발상과 노드의 발상이라는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나, 탈물질과 구조에
주목한 국제정치의 새로운 이론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나. 네트워크 이론과 국제정치학의 연계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이론은 탈물질적 권력과 구조에 주목하고
자 하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도전에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사실 이공계 및 의학 계열에서는 오래전부터 네트워크 이론이 활발하게
활용돼왔고, 그 후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네트워크 이론이 점차 확산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은 네트워크 이론이 가장 늦게 적용된 학
문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시도들은 크게
세 가지의 진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로서
보는 이론 진영으로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원용하는 네트

31) 김상배(2014b), pp. 36~37.
32) Wallerstein(1974); 김상배(2014b, p. 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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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조직 이론(netwok organization theory)이다. 둘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보는 이론 진영으로, 최근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이다. 셋째, 네트워
크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 보는 이론 진영으로, 과학기술과 사회학 분
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ㆍ네트워크 이론(ANT: ActorㆍNetwork
Theory)이 대표적이다.33)
이와 같은 네트워크 이론과 국제정치학을 연계한 연구는 해외에서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ploring New Configurations of Network
Politics’는 조스 핸즈(Joss Hands)와 유시 파리카(Jussi Parikka)가 진행
하는 프로젝트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와 문화 영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34) 또한 행위자ㆍ네트워크 이론(ANT: ActorㆍNetwork
Theory)에 대해서는 영국 랭커스터대학(Lancaster University)의 과학
연구센터(Centre for Science Studies)가 ANT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35) INSNA(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Social Network Analysis)라는 비영리기구는 소셜 네트
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연합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모임과 정보교환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36)
국내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연구
재단의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 프로젝트
33) 김상배(2014b), p. 61.
34) P2PF Wiki, “Exploring New Configurations of Network Politics,” http://p2pfoundation.net/
Exploring_New_Configurations_of_Network_Politics(검색일: 2019. 6. 12).
35) Centre for Science Studies, “ANT Resource,” http://www.lancaster.ac.uk/fass/centres/css
/ant/ant.htm(검색일: 2019. 6. 12).
36) INSNA, “About INSNA,” https://www.insna.org/about-us(검색일: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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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 분야에 원용함으로써 21
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규명하는 이론적ㆍ경험적 작업’을 전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일반 △군사안보의 네트워크 세
계정치 △에너지환경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기술지식의 네트워크 세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국제규범의 네트워크 세계
정치로 하위주제를 나누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21세기에 펼쳐지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시각을 복합적으로 원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로 두 번째 진영인 소셜 네트
워크 이론을 현대 중국외교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왜냐
하면 소셜 네트워크 이론은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 거시적 구조의 개념
에서는 잡히지 않는 중범위 구조의 실체를 포착하는 방법론적 기법인 사회
연결망 분석, 즉 SNA(Social Netwok Analysis)를 수행하기 때문이다.37)
이를 통해 현대 중국외교가 전개하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
즉 허브(hubs)와 군집(cliques),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중개자
(broker), 위치권력(positional power)과 같은 개념들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현상을 관계의 네트워크로 표현하
고 그것의 특성들을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
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한다.38)

37) 김상배(2014b), pp. 73~74.
38) 김용학(20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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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가. 네트워크 권력의 세 가지 구성 개념: 집합, 위치, 설계 권력
본 연구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 중국이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
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네트워크 권력’을 행위자 차원의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구조적 차원의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그리고 과정 차원의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
체화하여 분석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2-1

네트워크 권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세부 권력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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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합권력(collective power)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집합인 행위자가 발휘하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여럿이 모여서 네트워
크를 구성한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한 행위자에 대해서 행사
하는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집합권력은 자기 편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멧칼
프의 법칙(Metcalfe’s Law)에서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가입자 수의 제곱
으로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39)
그리고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이란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느 행위자가 특정한 ‘위치’의 노드를
차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한다.40) 상기의 집합권력이 주위에
연결망을 쳐서 세를 모으는 권력의 양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면, 위치권
력은 단순히 노드의 양이나 링크의 개수가 아닌 이들 노드와 링크가 형성
하는 권력의 질적 메커니즘을 담아내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보면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노드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자체
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특정한 위치
를 장악한 노드가 중개자(broker)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위치권력 개념의 핵심이다.41)42)
한편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이란 국제정치의 ‘게임의 규칙’에

39) 김상배(2014b), pp. 257~259.
40) Gould and Fernandez(1989), pp. 89-126; 장덕진(2009), 김상배 편, pp. 197~241.
41) 김상배(2014b), pp. 263~264.
42) 네트워크의 위치권력과 관련하여, 박종휘(2016)는 ‘브로커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맹 네크워크를 분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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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구조와 질서를 프로그래밍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즉 세계질서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좌지우지하는 기본적 틀을 짜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43) 이는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장(場)에서 의제를 제기하고 제도나
규범을 만들며, 국제정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담론을 형성해내는 권
력으로 나타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전후 군사안보와 정
치경제의 세계질서가 유엔 체제나 IMF 체제 또는 GATT 체제 등의 형태로
구상되고 설계된 것이 이러한 설계권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4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세부 권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
크 권력을 분석한다. 즉 중국이 집합, 위치, 설계권력을 어떻게 구축해나
가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이 어떻게
투사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 국제질서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지 고찰한다.

나. 네트워크 권력의 측정: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과 질적 연구의 병용
본 연구는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권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설
명한 세 가지의 세부 권력을 살펴본다. 그리고 세 가지 권력과 관련한 데
이터 및 사례를 수집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과 질적 연구를 통해 의미를 도출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란 사회적 현상을 관계의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그것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이다. 기존의 통계분석방법이 개체
들에서 측정한 속성의 데이터(attribute data)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네

43) 김상배(2014b), p. 271.
44) 김상배(2014b),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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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분석방법은 개체들간에 파악된 관계의 데이터(relational data)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45) 네트워크는 액터(actor)와 관계
(relation)라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심성과 파워’, ‘구조적 공
백과 중개자’, ‘지위와 역할’ 등을 측정할 수 있다.46)
먼저 집합권력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측
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연결정도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집합권력으로서의 네트워크 권력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47)
그리고 위치권력은 중국외교가 각종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중개자로서
의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과 역할유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액터들간의 관계를 통제 또
는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48) 그리고 역할유형은 네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먼저 ‘연결자(connector)’는 동일한 종류의 행위자 사이에서 정보
의 흐름을 중개해 상호 작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위치권력을 행사한
다. 그리고 ‘변환자(transformer)’는 상이한 종류의 행위자 사이에서 정보
의 흐름을 중개함으로써 위치권력을 행사하고, ‘전달자(messenger)’는 동
일한 종류의 행위자 사이에서 ‘의미의 흐름’을 이어주는 위치권력을 행사
한다. 마지막으로 ‘번역자(translator)’는 상이한 종류의 행위자 사이에서
의미의 흐름을 중개함으로써 행사하는 위치권력이다.49)

45) 이수상(2012), pp. 6~7.
46) 곽기영(2014).
47) 김상배(2014b), p. 259.
48) 곽기영(2014), pp. 199~207.
49) 김상배(2014b), pp. 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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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네트워크 권력의 측정 방법과 내용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설계권력은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세계적 규모의 제도와 규범
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통해 측정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에 대한 담론을 들 수 있는데, 레이모(Ramo)는 베
이징 컨센서스란 중국의 성장을 가능케 한 새로운 힘과 발전의 물리학을
가리키며, 광범위한 회의(懷疑)를 불러일으키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50) 이와 같은 베이징 컨센서스가 세계적으
로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설계권력을 측정하
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설계권력의 분석에서는 계량분석보다는 문
헌조사 등 질적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50)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베이징 컨센서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294495
&cid=58400&categoryId=58400(검색일: 201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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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본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고
찰한다. 우선 지역무역협정과 GVC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구
축 및 투사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미ㆍ중 네트
워크 경쟁의 관점에서 미ㆍ중 통상마찰을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전개하는 경제성장모델과 글로벌 협력기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설계권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본 절에서는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주로 위치권력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특히 ‘외교’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인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의 위치권력을 살펴본다. 경제외교는
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데, 이러한 행위는 다양한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중국이 행위자(노드)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형성해온 두
가지의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네트워크이다. 이러
한 RTA 네트워크와 GVC 네트워크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
며, 이것이 위치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가. 지역무역협정(RTA) 네트워크와 위치권력
RTA는 인접국가나 일반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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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협정이다. 협정을 체결한 소수의 협정 체결국 또는 지역 사이에는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RTA는 협정의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과 경제통합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이하 EIA), 부분적 무역협정(Partial Scope Agreement, 이
하 PSA), 관세동맹(Custom Union, 이하 CU)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51)

표 3-1

유형별 RTA

포괄범위
(저)
통
합
수
준

상품

서비스

PSA(Partial Scope Agreement)

일부 품목 위주의 제한적
역내 관세 철폐

FTA(Free Trade Agreement)

역내 관세철폐

CU(Custom Union)

역내 관세철폐 및 역외
공동관세

(고)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역내
서비스
부문
개방

자료: 한국은행(2019), p. 4.

RTA는 양자간,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특성상 국가간 비교우위가 쉽게 드
러남에 따라 수직적ㆍ수평적 분업체계에 기반한 역내 무역활성화에 기여한
다.52) 이러한 RTA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대해 서로 다른 교역기준을 적용
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무역’이라는 WTO 핵심 원칙에 위배되나
WTO는 RTA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53)

51) 한국은행(2019), p. 4.
52) 한국은행(2019), p. 3.
53) 한국은행(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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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 세계 RTA 네트워크(1950~60년대)

자료: 저자 작성.

특히 FTA의 경우, △시장확보 및 경제성장 발판 마련 △외국인직접투
자의 증대 △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배타적 특혜 제공 △다자체제 자
유화 선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의 측면에서 각국 및 세계 경제에 경제
적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55)
WTO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94건의
RTA가 발효 중이며 32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FTA가 절
반 이상인 57.3%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EIA가 33.9%를, PSA(5.0%)
및 CU(3.8%)는 각각 5% 이하를 차지한다.56)

54) 이순철, 김한성(2016), pp. 14~16.
55) 물론 특정 국가 및 지역과 RTA를 맺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에 체결 전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56) 한국은행(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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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 세계 RTA 네트워크(1980년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전 세계 RTA 네트워크(1990년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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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 세계 RTA 네트워크(2010년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에서 [그림 3-5]까지는 각각 1950~6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대에 나타난 글로벌 RTA 네트워크이다. 즉 시기별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간에 맺어진 RTA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네트워크
로 시각화한 것이다.57)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 즉
체결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증가하며, 이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라인의 수
및 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국가 및 지역들이 상호간에 복수의 RTA를 맺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
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57)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 세계 RTA 현황을 기초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관련 데이터는 WTO OMC,
Regional Trade Agreements DB, 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ccession.aspx
(검색일: 2019. 8. 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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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파란색 별모양으로 표시했는데,
1950~60년의 네트워크에서는 파란색 별모양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시기에 중국은 다른 나라와 RTA를 맺지 않았음을 뜻하고, 이에 따라 글
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
만 [그림 3-2]와 같이 개혁ㆍ개방 이후인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파란색
별 모양이 네트워크에 나타난다. 즉 중국이 국제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자국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위치는 네트워크의 하단으로 밀려나 있고, 파란색 별모양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도 소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글로벌 RTA 네트워크에
서 중국의 존재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글로벌 RTA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위치에 좀 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비록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연결된 링크의
수가 아직 많지 않지만, 1980년대와는 달리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노드들(국가 또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
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RTA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국가는 아니
지만, 다른 중심 국가들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국제 RTA 네트워크의 중심
에 보다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좀 더 네트워크의 중
심에 접근했고, 더욱 많은 노드 및 중심 노드들과 연결됨으로써 국제
RTA 네트워크의 주요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중국의 RTA 에고 네트
워크를 보면 197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에 네트워크의 크기가 월등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등 주요 RTA 강국들
과 전략적으로 RTA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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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의 RTA 에고 네트워크(상: 1970년대, 하: 2010년대)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이 중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국가(지역) 및 주요
RTA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글로벌 RTA 네트워크
에서 중심국(HUB)의 지위를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네트워크
의 중심위치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RTA 네트워크의 허
브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58)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58) 중심국(HUB)의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중심국(HUB)의 경우 모든 주변국과 무역
장벽이 제거되지만 주변국들 간에는 무역장벽이 유지됨에 따라 중심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가
작동한다. 즉 중심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요소를 수입할 수 있으며 주변국에 대한 수출
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주변국 간에는 높은 관세장벽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제약한다. 또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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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중국은 광역(Mega) RTA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광역 R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광역 RTA와 같은 다자간 RTA는 기존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RTA
에 비해 무역개방의 범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성장률 제고 효
과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
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 원산지규정을 통한 배타성 원칙 적용으로
인해 역외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59)
이와 같은 광역 RTA의 기준에 대해서, EU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소위
세계 4대 거대경제권 중에서 2개 이상이 참여해야 광역 RTA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0) 이 기준을 따르면, 현재 주요 광역 RTA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한중일 FTA 정도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현재 RCEP과 한ㆍ중ㆍ일 FTA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

외 투자자금 유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RTA 네트워크상 중심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본부나 생
산거점을 중심국으로 이전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한국은행 2019, p. 12).
59) 한국은행(2019, p. 14, 재인용).
60) KOTRA(2015b),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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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
로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 그 후 수차례의 공식 협상 및 장관회의가 개최
됐으며 역내국가 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4
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장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0년 최종 서명을 약속했다.61)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서 미ㆍ중 간
주도권 경쟁에 대한 ASEAN의 대응이 RCEP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지
적되고 있다.62)
중국은 당초 미국 중심의 TPP를 견제할 목적으로 RCEP 협상에 적극
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에도 RCEP 참여국과 지속
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중국 대외무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계속해서 RCEP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쟁취하고
국제산업 시스템에서 중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63)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어, RCEP 참여를 통해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위치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한ㆍ중ㆍ일 FTA 구상은 2002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제기
된 것으로, 3개국의 GDP 및 무역액은 전 세계의 약 20%, 아시아의 약

61) ｢RCEP 15개국 ‘협정문 타결’…文대통령 “세계 최대 자유무역 시작”(종합)｣(2019. 11. 4), http://news1.
kr/articles/?3760788(검색일: 2019. 11. 8).
62) KOTRA(2015a), p. 1.
63) KOTRA(2015a),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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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하며, 15억 명이 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광역
FTA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한중일 FTA 협상은 2012년 11월에 교
섭 개시가 선언된 이후, 2019년 4월까지 15차례의 교섭회담이 진행돼왔
다. 그동안 물품 무역과 투자, 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섭
이 진행돼왔는데, 2018년 3월의 제13차 교섭 회담 이후에는 3개국이 모
두 참가하는 RCEP 교섭의 진전 현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부
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되는 상황이다.6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대 초에, 중국정부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고 있던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교수가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 한국 등 3국 사이
의 자유무역지대(FTA)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
표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의 적극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65)
또한 2019년 3월 15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한ㆍ중ㆍ일 FTA가 3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고, 가
장 최근에 개최된 15차 협상 회의(2019년 4월 9∼12일, 도쿄)와 관련해
서도 중국은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4월 11일 중국의 외교부
와 상무부는 연이어 “중국은 (한ㆍ중ㆍ일 FTA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긍
정적인 성과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FTA가 타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66)
이와 같이 중국은 RCEP과 한ㆍ중ㆍ일 FTA 등 광역 RTA에 적극적으

64) 外務省南東アジア経済連携協…定交渉室(2019), ｢日中韓FTA交渉｣, https://www.mofa.go.jp/mofaj/
files/000264138.pdf(검색일: 2019. 9. 2).
65) KIEP 북경사무소(2001), p. 1.
66) ｢中日韩自贸谈判进行中 中方期待达成一个高水平的FTA｣(2019. 4. 12), https://www.chinajci.
com/article/a1913146X.html(검색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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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서면서 기존 양자간, 지역간 RTA의 후발주자로서 갖는 불리함을 보
완하며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의 위치권력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위치권력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통해 더욱 선명히 관찰할 수 있다.
생산의 글로벌화와 무역규모의 확대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다수의
국가에 걸쳐 생산 과정이 보다 분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업화 과정
에서 각 생산 과정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넘어서는 중간재 혹
은 중간서비스의 수출, 수입이 늘어나며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가
가치 사슬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세계경제의 분업화 현상을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라고 한다.67) GVC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 거래 비용
의 감소로 인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
심적인 역할은 다국적기업이 중심을 이루며 1990년대 이후 해외진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돼왔다.68)
이와 관련하여 Li, Meng, and Wang(2019)은 글로벌 생산과 GVC
참여의 최근 패턴을 분석한 바 있는데, 62개국 35개 산업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7년에 나타난 GVC 네트워크의 변화를 비교했다. 이를 위
해 [그림 3-6]과 같이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생산을 순수 국내에
서만 이루어진 경우(Pure Domestic)와 오직 소비만을 위한 국경이동

67) KOTRA(2015b), pp. 3~4.
68) KOTRA(2015b),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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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생산활동의 분류

자료: WTO(2019), p. 11.

(Traditional Trade), 생산을 위한 국경이동(GVC) 등 세 가지로 나누었
다. 그리고 생산을 위한 국경이동(GVC)을 다시 단 한 번의 국경이동만
이루어지는 단순(Simple) GVC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국경이동이 이루
어지는 복합(Complex) GVC로 세분했다.
[그림 3-7]과 [그림 3-8]은 그중에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GVC를 바
탕으로 각각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흐름을 네트워크로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노드의 크기는 최종적인 부가가치의 수출 또는 수입 중에서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 또는 수입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노
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된 선의 굵기는 전체 부가가치의 흐름에서 각 무
역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진 부가가치 흐름의 비중을 나타내며, 화살표는
부가가치 흐름의 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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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거래를 나타낸 ‘공급’ 네트워크

자료: WTO(2019), p. 27.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노드 사이의 선이 연결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국가가 B국가의 부가가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A에서 B로 선이 연결되고, 또한 B국가의 부가가치 수입에서 A국가
의 비중이 25% 이상일 경우에도 A에서 B로 선이 연결된다. 첫 번째 기
준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른바 ‘Top1’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두 번째 기준은 네트워크의 밀
도를 조정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연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용된다.69)

69) WTO(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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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거래를 나타낸 ‘수요’ 네트워크

자료: WTO(2019), p. 31.

[그림 3-8]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중에
서 중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큰 변화가 발
견되지 않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발견된다. 중국이 일본
을 따라잡고 부가가치 수출의 글로벌 공급 허브가 된 것이다. 중국은 미
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허브들과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
라 일본 및 한국, 타이완 등 대다수 아시안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연결됐다.70)

70) WTO(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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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Simple) GVC에서는 2000년과 2017년 사이에 더욱 극적
인 변화가 발견된다. 2000년과는 달리 2017년에 들어서자 어떠한 두 개
의 허브 사이에서도 중요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
GVC 활동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역내에서 각자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게 됐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미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던 노드들이 2017년에는 미국을 떠나 중국의 주위로 모여들
어 중국과 강하게 연결되게 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3-8]과 같이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GVC 네트워크에서는 물론, 섬유와 ICT, 서비스 등의 산업별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71)
결국 GVC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허브로서의 위치를 대체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협력 네트워
크에서 위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본 절에서는 미ㆍ중 통상마찰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어떠한 네트워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2006년 이후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산업
정책이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위치권력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지 검토한다. 또한 중국이 WTO라는 다자무역질서 속에서 미국의 설계
권력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신의 집합권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71) WTO(2019), pp. 28-35.

62 ❙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가. 미ㆍ중 통상전쟁의 구조적 원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GDP는 2001년에 1조 3,400
만 달러에서 2018년 13조 6,100만 달러로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중국
의 대미 수출 증가와 함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급증하여,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약 473조 원)에 이르렀다(그림
3-9 참고).72) 미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이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개혁ㆍ개방 초기 기술 및
외환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한 ‘시장을 매개로 기술을 교환하는(以市场换
技术)’ 정책을 통해 공격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면서 중국의

무역수출 부문에서 외자기업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졌다. 한국, 일본, 타이
완 등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처럼 미국의 원조와 시장개방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중국의 입장에서 광범위한 국내시장을 매개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73)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
한 종속현상은 중국이 종속이론의 본산지인 라틴아메리카처럼 변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까지 낳았다.74) [그림 3-10]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사이 중국이 수출하는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했고, 2013년에도 75% 정도
를 차지했다. 전체 대중 FDI 투자 중 1/3 정도가 중국기업의 우회경유

72) 「美, ‘관세폭탄’에도 작년 대중 무역적자 473조 원… 사상 최대」(2019. 3. 7), https://www.msn.com/kokr/news/world/%E7%BE%8E-%EA%B4%80%EC%84%B8%ED%8F%AD%ED%83%84%EC%97%90%E
B%8F%84-%EC%9E%91%EB%85%84-%EB%8C%80%EC%A4%91-%EB%AC%B4%EC%97%AD%EC%A
0%81%EC%9E%90-473%EC%A1%B0%EC%9B%90%E2%80%A6%EC%82%AC%EC%83%81-%EC%B5%9
C%EB%8C%80/ar-BBUsX6W(검색일: 2019. 10. 23).
73) Kroeber(2016).
74) Gilboy and Heginbotham(2004).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 63

그림 3-9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

자료: “Trade War: US-China Trade Battle in Charts”(2019. 5. 10), https://www.bbc.com/news/business-48196
495(검색일: 2019. 9. 23).

그림 3-10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

자료: Kroeber(2016), p. 54.

(round-tripping) 투자로 알려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이 수
출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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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자주창
신(自主创新)75)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중국기업들이 독자적인 지식재산
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수출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
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발표한 ｢국가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 규획
강요(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年)｣를 통해 더
이상 정책의 방점을 외국 선진기업들로부터 기술과 외자의 수입에 두지
않고 자주창신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이로써 2006년을 기점으로 중
국의 기술 및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대외적으로
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차원에서도
2007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인 무역구제(trade remedy)
절차를 취하는 ‘공격적인 법리주의 전략(aggressive legalism strategy)’을
취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산업 보조금 지원76)과
불투명한 보고행위, 협상 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선제안을 한 후 최종
협상에서 약간의 양보를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
유의 협상전략(Trump and Schwartz) 등의 요인 역시 이후 미ㆍ중 간
의 협상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백악관에서 2018년에 발행한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는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서의 승률을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 평균인 84.4%보다 높은 85.7%를, 중국은 세계 평
균에 훨씬 못 미치는 66.7%를 기록하고 있다.77) 그러나 WTO 내에서의

75) 자주창신(自主创新)은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연계 및 활용, 그리고 도입한 기술을 중국시장에 맞게 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김혜진 2010, p. 150).
76) Haley and Haley(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2).
77)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Together with The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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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구제 절차가 미ㆍ중 간 무역수지 현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
은 마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의 승기를
놓치는 상황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WTO 자
체에 강한 불신을 제기하며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
기구 재판관의 임명을 저지하고 있다. 미국이 신임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2월 11일부터 WTO의 분쟁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78) 트럼프 대통령은
WTO 재판관들이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국
에 매우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하며 WTO 탈퇴까지 고려했다.79)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한 WTO를 통한 다자무역질서가 아닌
양자협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 현상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나. 중국의 산업정책
늘어나는 대미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절감한 중국정부는 2006년에 기존의 ‘시장환기술’80)에서
‘자주창신’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81) 중국기업들의 자주창신을 촉진

Advisers”(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ERP-2018/pdf/ERP-2018.pdf(검색일: 2019.
11. 1).
78) 「트럼프 WTO 흔들기 성공?… 美 거부권 행사로 항소기구 붕괴위기」(2019. 7. 31), https://www.msn.
com/ko-kr/news/world/%ED%8A%B8%EB%9F%BC%ED%94%84-wto%ED%9D%94%EB%93%A
4%EA%B8%B0-%EC%84%B1%EA%B3%B5%E2%80%A6%E7%BE%8E%EA%B1%B0%EB%B6%80%E
A%B6%8C-%ED%96%89%EC%82%AC%EB%A1%9C-%ED%95%AD%EC%86%8C%EA%B8%B0%E
A%B5%AC-%EB%B6%95%EA%B4%B4%EC%9C%84%EA%B8%B0/ar-AAF6rlu(검색일: 2019. 10. 10).
79) “Treasury Chief Mnuchin Slams Report that Trump Wants to Exit WTO”(2018. 6. 29), https://
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wto/treasury-chief-mnuchin-slams-report-that-trumpwants-to-exit-wto-idUSKBN1JP1EC(검색일: 2019. 10. 14).
80) 앞서 언급한 ‘시장을 매개로 기술을 교환하는(以市场换技术)’ 정책으로서, 광범위한 국내시장을 매개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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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기업들의 무분별한 중국 진출을 막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 2007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 指导目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방향을 ‘양’에서 ‘질’로, ‘자본’에서 ‘기술과 노하
우’로 전환하고, 중국의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산업만
선별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부정적인 산업은 투자 유치를 제한했다.82)83)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국무원 차원에서도 산업정책 반포를 활성화했다. [그림
3-11]은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반포된 산업정책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1989년 국무원의 ｢현재 산업정책 요점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当前产业
政策要点的决定)｣에서 시작된 산업정책은,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

제의 주요한 거시경제 수단으로 채택됐다. 1994년 ｢국가산업정책강요｣
를 통해 개별 지주산업에 대해 산업정책을 반포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정
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반포되
지 않았다. 2007년도에 그나마 5건을 넘어섰고, 2008~09년 세계경제위
기 발생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2009년 한 해에만 처음
으로 국무원에서 발표한 산업정책이 10건을 넘어섰는데, 10대 산업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 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조선, 전자정보,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 물류 산업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84)

81) Feng(2019), pp. 2-4.
82) KOTRA(2007), pp. 3~15.
83) 1995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한 이후, 2017년 현재 7차례 개정했다(1997, 2002,
2004, 2007, 2011, 2015, 2017). 외상투자목록은 대표적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인지되어, EU 상의회의 경우
연례 입장문(position paper)을 통해 외상투자지도목록의 금지류와 제한류를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
의하고 있다(“The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5/2016 is launched” 2015. 10. 16,
https://www.eurobiz.com.cn/the-audacity-to-change-the-european-business-in-china-position
-paper-20152016/, 검색일: 2019. 9. 29).
84) 이문형 외(2009), file:///C:/Users/DB400S9A/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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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국무원에서 반포된 산업정책(1989~2011년)

주: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반포된 산업정책만 포함시킴. 전통적인 5개년 계획(2006년 11차 5개년 규획부터 규획으로 부름)과
이에 따른 정책과 개별 부급에서 반포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Heilmann and Shih(2013), The rise of industrial policy in China, 1978-2012, Harvard-Yenching Institute
Working Paper, p. 3, http://www.harvard-yenching. org/sites/harvard-yenching.org/files/featurefiles/Seba
stian%20Heilmann%20and%20Lea %20Shih_The%20Rise%20of%20Industrial%20Policy%20in%20China%
201978-2012.pdf(검색일: 2019. 9. 15).

Wu, Zhu, and Groenewold(2019)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여부이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
책방향은 중국 내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지방정부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하여 국내에 필요한 외국기업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위치권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PRHMQKR/GOV_2014_PRISM_015924.pdf(검색일: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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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보다 통일적인 신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림 3-12]는 중국 국내 연구개발지출과 기술수입지출 추이를 1997년부
터 2012년까지 보여주는데, 자주창신에 도움이 되는 국내 연구개발지출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3년경에 기술수입지출을 능가한다. 또한
2006년 이후부터는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200억 달
러에 그치던 R&D 투자가 2013년에는 2,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림 3-12

중국의 국내 연구개발(R&D) 지출과 기술수입 지출 추이

자료: Chen and Naughton(2016), p. 2142.

200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Eric Thun은 자동차 산업정책을 사례로,
중국에서의 산업정책은 중앙정부가 외자기업들에 대해 지닌 외부적 역
량(external strength)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내부적 취약점
(internal weakness)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5) 중국의 자동차

85) Thun(2004),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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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은 외자기업이 단독으로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중국 국유기업
들과의 합자회사(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 최대 49%의 지분만을 보유
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강제를 통해 중앙정부는 중국에 진입하고
자 하는 외국기업들을 선별하고, 외국기업의 합자파트너가 될 국유기업
간의 중매자(match-maker)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에 의
해 입안된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될 때, 정책적 의도와 실제 집행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implementation gap)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
데, 산업정책의 입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외자기업들의 진입을 조정하는
위치권력을 제도화하여 내부적인 취약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
2006년 자주창신 이후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대외적인 위치권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차
례에 걸친 수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위치권력을 최적화해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활성화된 산업정책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해 지녔던 취약성도 어느 정도 개선돼왔다. 외자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의 행위자들에게도 좀 더 강력한 위치권력을 점하게 된 중앙정부는, 결국
2015년 5월에 ｢중국제조 2025｣를 반포하여 향후 30년간 3단계에 걸
쳐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2045년에는 주요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
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86) 2006년 이후 보다 광범위

86) 1단계: 2015~25년, 2단계: 2025~35년, 3단계: 2035~45년. 2012년 제조업 종합지수를 참고하여 총 3그룹
으로 국가를 분류했는데, 제1그룹에는 미국, 제2그룹에는 독일과 일본, 제3그룹에는 영국, 프랑스, 한국, 중
국을 포함했다. 1단계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제2그룹 수준으로 제고하고, 2단계에서는 중국 우위산
업에서 제2그룹 대열 중 선두위치를 점하며, 3단계에서는 세계 제조업 제1그룹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지연(2015), ｢[산업정책해설] 중국제조 2025｣, pp. 29~30, https://academic.naver.com/article.
naver?doc_id=309658093(검색일: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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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3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
자,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
해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다가 해외시장까지 왜곡”하
면서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
했다.87) 2019년 11월 현재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첨단산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88)

다. WTO 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구제
국내적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함
과 동시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무역질서에서도 좀 더 공격적
으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
해 보다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한층 ‘공격적인 법리주의(aggressive legalism)’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
했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현재까지 총 21건의 사례에서 원
고(complainant)의 자격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는데, 이 중 19건이
2007년 이후에 제기됐다.

87) 「트럼프 “중국이 세계장악 원한다” 중국제조2025 지목」(2019. 5. 20), https://www.mk.co.kr/news/
economy/view/2019/05/329552/(검색일: 2019. 10. 2).
88)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2019. 10. 3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31/98148260/1(검색일: 2019. 11. 4).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 71

표 3-2

10대 주요 수출국의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현황

수출액 순위

국가명

원고
(as complainant)

피고
(as respondent)

제3자
(as third party)

1

중국

21

44

179

2

EU

102

85

206

3

미국

124

155

156

4

일본

26

16

212

5

한국

21

18

127

6

홍콩

1

-

22

7

캐나다

40

23

154

8

멕시코

25

15

106

9

싱가포르

1

-

57

10

타이완

2

1

12

주: 국가별 수출액 순위는 CIA World Factbook을 근거로 작성. EU 멤버 국가들은 순위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음. WTO 분쟁해결기구
에서의 제소 현황은 WTO 홈페이지 참고.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78
rank.html(검색일: 2019. 11. 3); WTO, “Disputes by Memb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
/dispu_by_country_e.htm(검색일: 2019. 10. 2).

2007년 이전까지는 고작 2건의 제소에 그쳤던 중국이, 2007년을
기점으로 공격적인 기소전략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Xiaojun
Li(2012)는 2007년 무렵이면 중국이 WTO의 회원국으로 충분히 사회화
되어 WTO의 규범과 운영 규칙을 내재화했고, 이제는 WTO의 신입 회원
국이 아닌 제반 규범과 규칙들을 원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성숙한 구성원
으로 역할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중국의
‘공격적인 법리주의 전략’으로의 태도 변화를 중국이 자유무역질서를 사
회화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국유기업의 수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도 상당히 높다. WTO 회원국은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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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조금에 대해 통보의무가 있는데, 중국은 2003년 이후 통보 의무를
불이행했고, 2014년 미국의 역통보에 대한 2015년 중국의 통보에서도
정부조달가격, 국내판매가격, 수출가격 등에 무역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미비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국유기업 관련 통보의 경우, 모든 국유기업
에 대해 정부지분율, 공무원의 이사회 참여, 회계자료, 보조금을 제공하
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공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9)
자유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정보제공의무조차 이행하
지 않았던 중국을 WTO의 규범을 사회화한 회원국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2007년 이후 중국이 WTO에서 공격적인 법리주의로
전환한 것은 2006년 이후 중국의 강화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18년 3월의 USTR 보고서 역시 중국의 국가 주
도적 성장을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90)
즉 산업정책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정책 및 경제성장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양자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야기했고, 중
국 역시 원고 및 피고로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WTO 후발 가입국으로 무역규모에 비해 아직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제소 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2007년 이후 본
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3자로 기소 의견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매우
활발하여 2019년 11월 현재 179건을 기록하고 있다(표 3-2 참고). 이는

89) 지만수(2019).
90) USTR(2018), “2017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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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56건보다도 많은데, 제3자 의견 개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
을 대변하는 국제여론 형성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발전된 WTO에서는 설계권력을 누릴 수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이 개입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
합권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표 3-3]은 중국과 미국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WTO에서 제소한 사건
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이 제소한 전체 21건 중에 10건이 미국에
대한 것이었고, 중국이 제소당한 44건 중에 28건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투는 사건 중 반 정도가 미국
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면 WTO의 설계권력자인 미국의 수성과 중국
의 도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 중인지를 알 수 있다.

표 3-3

중국과 미국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안 목록

원고(complainant)

사건번호(case number)

중국(총 10건)

DS252 DS368 DS379 DS392 DS399 DS422 DS437 DS449 DS471 DS515

미국(총 28건)

DS543 DS339/340/342 DS358 DS362 DS363 DS373 DS387 DS394/395/398
DS413 DS414 DS419 DS427 DS431/432/433 DS440 DS450 DS489 DS501 DS508
DS511 DS517 DS519 DS542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78
rank.html(검색일: 2019. 11. 3); WTO, “Disputes by Memb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
/dispu_by_country_e.htm(검색일: 2019. 10. 2).

라. 미ㆍ중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본 절은 미ㆍ중 간에 진행되는 통상전쟁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가용
집합권력과 위치권력을 강화하면서, WTO의 설계자인 미국의 설계권력
에 도전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우선 2019년 12월 현재도 진행 중인 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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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의 통상전쟁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증한 미국의 대중
적자와 동시에 중국의 수출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낮추기
위한 중국정부의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중국정부는 이전의 ‘시장환기술’정책에서 ‘자주창신’정책으로 전환했고,
국내적으로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반포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WTO와 같은 다자무역질서에서도 기존의 수동적인 양자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공격적인 법리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를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전략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중
국은 우선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자국의 시장을 외국의 기술 및 자본과 교
환하는 중매자 역할을 통해 확보된 위치권력으로 국내적 취약성을 보충
해왔다. 그리고 2006년에 자주창신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활성화된
산업정책의 반포를 통해 국내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
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위치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WTO 차원에서는 WTO의 설계권력자인 미국의 공격에 좀 더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역시 2007년부터 ‘공격적인 법리주의’ 원칙으
로 전환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 또한
179건에 이르는 제3자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합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WTO 시스템의 설계자인
미국이 최근 WTO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보여주는데, 다자무역질서의
대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설계권력으로 새로운 시스템
을 구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ㆍ중 통상전쟁과 WTO
개혁의 향방에 따라 누가 어떤 다자무역 질서를 설계하게 될지 윤곽이 드
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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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2001년 세
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미
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됐으며, 이러한 세계질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 또한 향상
했다. 이는 중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추진자가 되어 세계경제체제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지지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91)
그런데 중국은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워싱턴 컨
센서스’로 대변되는 자유적 세계경제에 대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새로
운 어젠다를 제기하고 중국식 경제발전모델을 확산하고 있다.92)
중국은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저발전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상호이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철학적
담론을 제시하는 설계권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이징 컨센
서스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의 활용단계를 넘어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설
계하여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권력을 구축하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 권력이론을 통해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
센서스를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협력기제에서 나타나는 집합권력(collective power)
의 구축 과정을 바탕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권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91) 张剑荆(2004), p. 14.
92) 조슈아 쿠퍼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제기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신조어는 ‘워싱턴 컨센서스’
가 대표하는 자유적 국제질서에 대해 새로운 어젠다를 제공했다. 이는 서구의 발전 과정이나 동아시아 모델
(East Asian Model)과도 차별화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던 중국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줬을 뿐만이 아니
라 대외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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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규범의 등장과 설계권력
중국 칭화대학 겸임교수이자 골드만삭스 고문으로 활동하던 조슈아 쿠
퍼 레이모(Joshua Cooper Ramo)는 중국식 국가발전모델인 ‘베이징 컨센
서스’를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개했다.93) 먼저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국제연구소(IIE)의 존 윌리암슨(J. Williamson) 연구원에
의해 열 가지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으로 제안된 것인데, 1989년 중남미국
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외확산전략’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 범주 속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사용됐
다.94)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
계은행(WB)95) 등을 통해 세계경제는 장기간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왔
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발전 저조와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중남미국가를 위기에
서 구제하고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그 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체제전환 담론으로 사용됐다.96)

93) 베이징 컨센서스가 하나의 명사로 사용된 것은 인도 뉴델리 공공이익연구센터(Public Interest Research
Centre)의 카발짓 싱(Kavaljit Singh) 주임에 의해 2002년에 처음 사용됐고,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조슈아 쿠퍼 레이모에 의해서 2004년에 정식으로 제기됐다(刘庆军, 郭文亮 2019, pp. 156~165, p. 172).
94) 열 가지 정책 제안에는 재정균형과 금리,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자유화 정책, 사적 소유 보장과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의 시장화 방안, 보건과 교육 등 공공재, 소득재분배 향상을 위한 공공지출 우선순위 결정 등의
개혁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등장한 근본적 배경에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가
갖고 있던 문제와 관련된다.
95) 세계은행은 넓은 의미에서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나타내며, 5개의 독립된 법인체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가 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총재가 각 기구의 총재직을 겸임한다.
통상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세계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World Bank Group,
Finances, “Financial Statements,” https://financesapp.worldbank.org/en/summaryinfo/financialresults/
(검색일: 2019. 11. 1).
96) 김도희(2008), 전성흥 편,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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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정 긴축과 자유화, 그리고 경제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적용한 중남
미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개선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추종하지 않는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의문과 함께 중국의 발전모델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레이모는 중국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혁신과 사람 중심의 발전,
개인적 권리와 책임의 균형 등을 바탕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한다.97)
또한 레이모가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시한 것이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고, 중국당국도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 및 ‘조화사회(和諧社
會)론’이나 ‘평화적 부상(和平屈起)론’ 등을 국정이념으로 제시함에 따라

중국모델에 대한 논쟁이 확대됐다.98)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국
제질서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서 서구학자의 입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
서를 설계하려는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어젠다로
제시되었고, 그 후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은 더욱 확장되어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모델’, ‘중국경험’이라는 담론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중국
은 그들의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식 발전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
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철학적 담론을 제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나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경험(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모델을 포함하는 표
현)의 특징을 요약해 비교해보면 [표 3-4]와 같다. Mustafa YAĞCI(2016)

97) 조슈아 쿠퍼 레이모(2004), 「베이징 컨센서스」, 번역: 김진공(2009), 「베이징 컨센서스」, pp. 14~77.
98) 이홍규(2014), 성균관중국연구소 편,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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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금융시스템, 무역정책, 투자정책, 사회정책,
개혁속도, 정책집행, 주요 목표 등 여덟 가지의 지표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나타냈다. 중국 경험의 특징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시장조정자로 보고
엄격한 금융시스템의 통제, 수출 촉진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투자정책에
서 내부 FDI 및 기술 이전을 규제한다. 또한 개혁은 점진적이고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 특색의 유연한 정책집행을 통해 산업화라는 분명한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개발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4

워싱턴 컨센서스 vs 중국경험
구분

워싱턴 컨센서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중국경험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
(Role of State in the Economy)

최소
(Minimal)

규제
(Regulatory)

시장 조정자
(Market Maker)

금융시스템
(Financial System)

규제완화
(Deregulation)

최적의 규제
(Optimal Regulation)

엄격한 통제
(Strictly Controlled)

무역정책
(Trade Policy)

자유무역
자유무역
(Free International Trade) (Free International Trade)

수출 촉진 및 보호
(Export Promotion and
Protection)

투자정책
(Investment Policy)

내부 FDI의 자유화
(Liberalisation of
Inward FDI)

내부 FDI의 자유화
(Liberalisation of
Inward FDI)

내부 FDI 및 기술이전 규제
(Regulation of Inward FDI
and Technology Transfer)

사회정책
(Social Policy)

매우 제한적
(Very Limited)

제한적 재분배
(Limited Redistribution)

빈곤완화
(Poverty Alleviation)

개혁속도
(Pace of Reform)

빠름
(Fast)

규제우선
(Regulation First)

점진적 그리고 실험적
(Incremental and Experimental)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모두에 통용되는
(One Size Fits All)

정책권고
(Policy Recommendation)

유연성-중국 특색
(Flexibility–Chinese
Characteristics)

주요 목표
(Key Goal)

세계경제통합
(Integration to World
Economy)

적절한 국내 규제
(Proper Domestic
Regulation)

산업화
(Industrialization)

자료: YAĞCI(2016),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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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가?
레이모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당시 이에 대한 많은 논
란이 일었다. 이후 중국에서의 평가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결과가 아닌 과
정으로서 중국의 대외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이념을 갖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에 바람직한 발전경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99) 몇몇 서구학자도 이에 대해 강하게 동의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데, 중국이 비민주적인권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현
존 정치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100) 또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을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101) 이와 같은 평가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네트워크 내에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른 새로운 게임
의 규칙을 프로그래밍하는 중국의 네트워크 권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
여주기도 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발전경험이 워싱턴 컨센서스
와 대비되어 우호적 시각으로 반영된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중국모델 담
론을 확대 생산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모델(中國模式)이나 중국경
험에 대한 어떤 인지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모델은 중국경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중국의 길(中國道路)은 중국모델에서 구성된 것으로 이
는 발전시기에 따라 다른 중국모델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험이
쌓이고 시대적 발전이념과 방식, 방법을 갖고 형성된 것으로 중국의 길은
하나의 ‘총체적’ 개념으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을 모두 이끌고 있다.102)

99) 周巧生, 骆平(2007), pp. 9~11.
100) 조영남(2007), p. 132.
101) 전성흥(2008), 전성흥 편,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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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주도의 협력기제 구축과 집합권력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지배적인 국제규범에 대한 이념적 대안을 제
시하고 새로운 제도나 규범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치를 통한
철학적 담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새로운 세계경
제질서를 설계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상하이협력기구개
발은행(SCODB), 신개발은행(NDB BRICS) 등과 같은 협력기제를 설립하
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패권국이 만들어놓은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세계은행(WB) 등의 규범적 약점에 맞서 복합전략을 내세워 새
로운 담론과 규범을 만들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새로운 협력기제의 주도
자, 소집자가 되어 구성원을 모음으로써 집합권력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기존 미국 중심의 권력이
설계한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집합권력과
설계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기구 및 기금과 대비되는 중국 주도의 협력기제로서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과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SCODB), 신개발은행(NDB
BRICS), 긴급외환보유기금(CRA)과 실크로드기금(絲路基金) 등이 있다.
여기서 협력기제란 “국가간 상호이익(안보, 경제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
가 모여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력 조직 또는 기구”로 정의할 수 있다. 네트
워크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소집자로서 중국이 주도하여 구성원을
모으고 새로운 협력기제를 창설하는 행위는 집합권력의 구축 과정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협력기구 설립과 관련해 시진핑은 새로운
제도와 규범 형성을 통해 상호 신뢰 확대와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102) 吴苑华(2015), pp. 1~6.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 81

표 3-5

미국과 중국 주도의 주요 국제금융 기구 및 기금
미국

중국

세계은행(世界银行, WB: World Bank)
- 설립: 1945년
- 자본금: 2,230억 달러
- 참가국: 189개국
- 목적: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설립: 2015년
- 중국투자 자본금: 500억 달러(향후 1,000억 달러)
- 참가국: 중국, 한국, 영국, 인도, 이집트, 프랑스 등 97개국
(창립 시 57개국)
- 목적: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국제통화기금(国际货币基金组织,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설립: 1945년
- 자본금: 8,370억 달러
- 참가국: 189개국
- 목적: 국제금융 체제 감독, 세계무역 안정적 확대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上海合作组织开发银行,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
- 설립: 2010년(2001년에 설립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국제금융협력기구로 전환 건의)
- 중국투자 자본금: 80억 달러
- 참가국: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등 6개국(2017년 인도, 파키스탄 추가)
- 목적: 경제무역협력, 인프라 건설 등

아시아개발은행(亚洲开发银行,
ADB: Asian Development Bank)
- 설립: 1966년
- 자본금: 1,650억 달러
- 참가국: 67개국(창립 시 31개국)
- 목적: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

신개발은행(金砖国家新开发银行,
NDB BRICS: New Development Bank BRICS); 브릭스 개발은행
- 설립: 2014년 7월
- 중국투자 자본금: 100억 달러(향후 1,000억 달러)
- 참가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5개국
- 목적: 신흥 5개국 인프라 개발
긴급외환보유기금(应急储备基金,
CRA: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 설립: 2012년
- 중국투자 자본금: 410억 달러(향후 1,000억 달러)
- 참가국: 브릭스 5개국
- 목적: 회원국 금융위기 시 자금 지원
실크로드기금(丝路基金, Silk Road Fund)
- 설립: 2014년 12월
- 중국투자 자본금: 400억 달러
- 참가국: 일대일로 사업 연결 국가들
- 목적: 사회간접시설 투자

자료: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검색일: 2019. 9. 9);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 https://www.imf.org/
external/index.htm(검색일: 2019. 9. 9); 아시아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s://www.adb.org/(검색일: 2019. 9. 9);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홈페이지, https://www.aiib.org/en/index.html(검색일: 2019. 9. 9); 신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s://
www.ndb.int/(검색일: 2019. 9. 9); 실크로드기금 홈페이지, http://www.silkroadfund.com.cn/(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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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존중, 공동발전의 ‘상하이 정신(上海精神)’ 등과 같은 철학적 담론을
담아내고자 한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베
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중국모델의 확산을 추구하며 기존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과거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역패권을 장악하면서 힘의
투사능력을 키워온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 장악을 저지하여 미국의 지위
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협력기제를 통해 미국 중심
의 질서에서 벗어난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대표적 협력기제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새로운 협력기제 중 하나이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금융체제는 수십 년 동안 IMF,
세계은행(WB) 등 미국 주도의 금융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중국
을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
께 이에 따른 대안의 필요성이 확산되어왔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경우
1960년대 총융자 대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중이 약 70%에
달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30% 수준으로 감소했다.103) 이에 중국이
나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국제융자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 AIIB를 설립하고 2016년 1월에 본격 출범했다.104)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는 2019년 10월 현재 10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집합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내 편 모으기’에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103) 김기수(2017), p. 97.
104) 이강국(2016),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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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ank)인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회원국 수가 67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에
서 새로운 집합권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ADB의
경우 아시아에 한정하여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AIIB는 세계 모든 지
역의 국가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DB보다 확장성이 크다.105)
현재 AIIB는 회원국 수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의 MDB로 부상하여 미국 주도의
금융기구 또는 기존 질서에 대항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다.106)
그런데 중국은 내 편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제금융 체제를 수용
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AIIB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신흥경제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적극성을 띠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활용과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
서 AIIB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동
맹국인 한국을 비롯해 우방인 서유럽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AIIB에 참여하면서도 가입 조건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MDB 거버넌스와 운영 구조를 요구했고, 여기에 더해 WB,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도 주문했다.
이를 수용한 중국은 세계은행 등 기존 MDB와 비슷한 지배 및 운영 구조
를 갖출 수밖에 없었고,107) 대부분의 사업도 기존 MDB와 협조융자로
진행하고 있다.

105) AIIB는 이미 아시아 외, 아프리카(이집트), 동유럽(터키) 등 지역에 대한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일본 도쿄
대 공공정책대학원 관계자 인터뷰 2019. 10. 16, 일본 도쿄).
106)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2018), p. 3.
107) 김기수(2017),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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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AIIB가 기존 MDB와 비슷한 지배 및 운영 구조를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국 중심의 협력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13]을 보면 AIIB의 운영 구조와 주요 요직에 다수의 중국인
사가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재 진리췬(Liqun Jin), 전략ㆍ정책ㆍ
예산 총괄 정취안(Quan Zheng), 비서실 천환(Huan Chen), 총무부서
총괄 양단(Dan Yang), IT 분야 총괄 황졘핑(Jianping Huang) 등 최종
의결권자는 물론 조직 주요 기능의 부서장이 대부분 중국인이다. 또한
AIIB의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사안의 결정에는 다수결 75% 이
상의 투표지분이 필요한데 회원국 중 중국의 투표지분이 26.06%에 달하
여 사실상의 거부권(veto)을 가지고 있다.108)

그림 3-1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거버넌스(2019년 8월 기준)

자료: AIIB, “AIIB Organizational Structure,” https://www.aiib.org/en/about-aiib/governance/_common/_download
/AIIB_organizational_structure.pdf(검색일: 2019. 8. 13).

108) Kawai(2015), Daniel Bob ed., p. 16,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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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IIB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AIIB가 승인한 투자사업을 살펴
보면 중국이 투사하고자 하는 힘의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AIIB는 융
자사업 승인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MDB의 한계를 보완하여 간
소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
다. AIIB는 2019년 7월 현재까지 총 44건, 약 8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표 3-6 참고).

표 3-6

국가별 AIIB 승인 사업규모

국가

인도

건수

10

5

금액

2,269

939.9

(단위: 백만 달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오만

파키스탄

타자키스탄

기타

5

2

2

2

18

합계
44

505

504

400

87.5

3,811.6

8,517

주: 기타에는 터키, 이집트,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국가와 아시아투자펀드(Asia Investment Fund) 등 기금
조성에 투자한 금액이 포함됨.
자료: 이현태(2018), p. 5; AIIB, “Approved Projects,” 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검색일:
2019. 8. 14)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6]에서 볼 수 있듯, AIIB의 승인사업 중 남아시아(인도, 방글라데
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에 대한 투자가 많고, 특히 전체 사업 중 인도
의 비중이 약 27%(금액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국이 세력소집자로서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ASEAN 국가는 물론 최근에는 중동(오만), 유럽(터
키), 아프리카(이집트)까지 사업범위를 넓히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109)

109) AIIB, “Approved Projects,” 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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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AIIB와 기존 MDB의 협조융자(2018∼19년)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자금조달 구조

사업규모

승인일

방글라데시 도시 급수 및 위생 프로젝트
(Bangladesh Municip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AIIB(47.7%)
World Bank(47.7%)
방글라데시 정부(4.6%)

209.53

2019. 7. 11

이집트
지속가능한 농촌위생서비스 프로그램
(Egypt: Sustainable Rural Sanitation
Services Program)

AIIB(43.2%)
World Bank(43.2%)
이집트 정부(13.6%)

694

2018. 9. 28

인도네시아 전략적 관개시설 현대화 및 긴급복구 프로젝트
(Indonesia: Strategic Irrigation Modernization and
Urgent Rehabilitation Project)

AIIB(43.25%)
World Bank(43.25%)
인도네시아 정부(13.5%)

578

2018. 6. 24

터키 투즈 골루 가스저장 확장 프로젝트
(Turkey: Tuz Golu Gas Storage Expansion Project)

AIIB(21.9%)
World Bank(21.9%)
이슬람개발은행(12.7%)
터키 BOTAŞ 그룹(26.8%)
상업은행 대출(16.4%)

2,735

2018. 6. 24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농촌 연결 프로젝트
(India: Madhya Pradesh Rural Connectivity Project)

AIIB(28.1%)
WB(42.0%)
인도 정부(29.9%)

502

2018. 4. 11

방글라데시 전력공급확대 프로젝트
(Bangladesh Bhola IPP)

AIIB(22.1%)
이슬람개발은행,
IDCOL(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77.9%)

271.9

2918. 2. 9

자료: AIIB, “Approved Projects,” 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검색일: 2019. 9. 9)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수 국가의 참여하에 AIIB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표
3-7]과 같이 많은 사업이 ADB, WB 등 다른 MDB와의 협조융자로 진행
되는 점에서 AIIB가 기존 국제금융 체제로부터 인정을 받은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이자 집합권력의 투영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10)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현재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
본의 학계는 대체로 AIIB가 국제금융기구로서 지배구조, 운영시스템 등

110) AIIB는 2017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최고 신용등급인 ‘AAA’와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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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선진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AIIB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먼저 AIIB 가입을 고려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111) 미
국의 경우 AIIB의 설립 논의단계부터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 국제
금융 체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AIIB를 중심으로 국제금융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음을 우려한 듯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의사와 달리
중국 주도의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해 영국,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AIIB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제프 래스키(Jeff Rathke) 미국 국무부 공보과장은 기존 국제금융기
구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대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
하면서도, 이미 구축된 현재 국제금융체제의 틀 안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
도록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AIIB가 기존 체제의 규칙(standards)과 높은
투명성(transparency) 요건을 충족하길 강조했다.112) 이후 실제 이루어
진 AIIB와 WB, ADB, EBRD 등 MDB와의 다수 공조사업(Co-financing)
에서 기존 규칙을 요구하고 관철한 것으로 확인된다.113)
그러나 AIIB가 기존 MDB와 공조하고 일부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해
서 그것을 기존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거나 그저 기존 체제에 편입
됐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중국은 기존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그에 도전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 기존 체제에서 소외되던 세력들
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AIIB는 WB 등 기존 MDB가 요구하는 개

111) 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관계자 인터뷰(2019. 10. 16, 일본 도쿄); 일본 게이오대 현대중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9. 10. 17, 일본 도쿄).
112) “S. Korea joins AIIB”(2015. 3. 27), http://www.chinadaily.com.cn/world/2015-03/27/content_
19926327.htm(검색일: 2019. 8. 14).
113) “Turkey: Efeler 97.6 MW Geothermal Power Plant Expansion Project”(2019), https://www.aiib.org
/en/projects/approved/2019/geothermal-power-plant-expansion.html(검색일: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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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의 고유주권을 침해하는 자금대여조건(재정긴축, 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금융자유화 등)을 비판하고, 대신 개발도상국 자결의
원칙(self-determination)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
인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하여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루
어왔듯이 다른 국가들 역시 각국 고유의 발전방식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
조한 것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융자하는 조건
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경제제도의 도입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했지만 중국
은 이러한 행위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며 답습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 지지를 호소한
다.114)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행위들은 중
국의 집합권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중
국이 기존 금융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설계권력
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AIIB 외에도 중단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ㆍ관리하고자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안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SCO 펀드 및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 설립 등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속력
을 다지고 있다.115) 구체적으로는 SCO의 은행연합체 구축을 위해 300
억 위안 규모의 전문 대출기관을 설립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인프
라 개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암묵적 동의하에 2001년

114) 김기수(2017), p. 91.
115) 박병인(2014),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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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를 출범했다. SCO는 구소련과 중국의 국경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부터 이어져 온 ‘상하이 5국’ 기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116)
SCO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문제 해결과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최근에는 최초 목적과 다르
게 중앙아시아 역내가 아닌 아태 지역, 동중국해에서 회원국들과 군사훈
련을 실시하며 지정학적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기
존의 옵서버(준회원국 자격) 국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회원국으
로 승격되면서 SCO가 범아시아적인,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협력기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전략 또는 대중국 압박전략에 대응해 점차 새로운 집합권력을 형성해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CO의 세력 확장은 미국의 유라시아 지역 개입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지정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중단기적으로 중국은 SCO를 통
해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안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에 대한 경제
적 지원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역내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을 포괄하며 미국에 대한 대항세력을 구축할 가능성도 존
재한다. SCO의 또 다른 대주주인 러시아 역시 이미 회원국 간 공동체 정
신을 강조하며 서방의 대러시아 견제와 압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SCO를 활용하고 있다.117)

116) 王志浩(2018), p. 2.
117) 박정호(2014), p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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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주요 논의사항

연도

주요 논의사항

비고

2015년

- 상하이협력기구 2025 발전전략
- 중ㆍ러 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협력 논의

-

2016년

- 중국정부와 카자흐스탄정부 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광명의 길’ 연계협력 규획 발표

-

2017년

- 일대일로 협력 강화
- 인도와 파키스탄의 신규 회원국 가입
- 역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초진

-

2018년

-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역내 경제 협력 구상
- 중ㆍ러 양자회담에서 러시아는 200억 위안 규모의
- 이란 핵 합의 유지
중국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자로 건설사업을 수주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 중ㆍ인도 양자회담에서 중국 티베트와 인도를
-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척결
가로지르는 야루짱부강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雅鲁藏布江, 인도명 브라마푸 트라강) 수자원
- 무역 편리화(통관, 검역 간편화)
정보 공유 및 쌀 수출협약을 체결
- SCO 개발은행 설립 및 발전기금
- 중국은 SCO 은행연합체 구축을 위해 300억 위안
- 환경보호, 수자원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
규모의 전문 대출기관을 창설, 일대일로와 연관된
- 식량안보
회원국 간 인프라 개발 강화를 약속
- 북ㆍ미회담 지지

자료: 홍진희(2018), p. 1

집합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SCO는 확실히 ‘자기편 모으기’의 성과를 내
고 있다. 중국이 주도했던 2018년 6월 SCO 정상회의에서는 8개 회원국
이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
면서 네트워크의 범위가 점차 중동과 동부유럽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인다. [표 3-8]을 살펴보면 SCO의 논의범위가 점차 역외지역으로
확장해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CO 회원국들은 미국의 ‘미국 우
선주의(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
히 최근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을 지지하며 ‘이란 핵 합의
유지’를 공동성명으로 채택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패권세력이 설계한 질서에 대항하
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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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본 장에서는 전통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ㆍ타이완
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그리고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중
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고찰해본다. 특히 북핵 네트워크에서 담
당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통해 북핵문제에서 투사되는 중국외교의 위
치권력을 살펴보고, 중국ㆍ타이완 사이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에서는 ‘착
취혈’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와해전략을 분석한
다. 또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안
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중국외교의 설계권력을 가늠해본다.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가. 중국의 위치권력과 북핵문제
현재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2018년 한반도 프로세스가 시작
됐으나 아직 그 결과가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지는 낙관하기 어렵
다. 2019년 2월 말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문 서명
에 실패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어려움과 험난함을 보여주는 결과
였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
으며 상호간에 긴장고조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재의 국면이다.118)

118)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ㆍ미 양국 정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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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핵문제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 국제정치학의 시
각은 복합적으로 압축된 북핵문제를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남ㆍ북 혹은 북ㆍ미 간 군사안보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군사안보 분야에만 초점을 맞
추다 보면 남북한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에 시각이 고정되기 쉽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남북한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이며 더 넓게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적 맥락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119)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절에서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형성되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liguration)로서의 구조개념에
주목한다.120) 신현실주의가 논하는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 대비해서 볼
때 일종의 중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범위에서 파악된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상호작용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실 기존 국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하며 “새로운 조ㆍ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
의 항구적인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
다(정재흥 2018a, pp. 13~15).
119) 북핵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들이 수행됐으며, 대표
적인 연구로 하영선, 조동호(2010),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동아시아연구원; 윤영관 편
(2013), 『한반도 통일』, 늘품플러스; 한신갑(2013), 『막힌길 돌아서 가기: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서
울대학교출판사; 홍민(2013),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
연구』, 16(1), pp.106~170 참고;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엮음(2015, pp. 11~12, 재인용).
120) 이러한 시각을 중심으로 주로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상배 편(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짖기: 네트
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이론의 변환』, 한울; 김상배(2014b),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
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 253-271; Daniel
Nexon(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 참고(윤영관, 전
재성, 김상배 엮음(2015, pp. 11~12, 재인용); 김상배(2013, p. 3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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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론이 선 인식론적 전제의 협소성 문제로 이들은 모두 단순계
(simple system) 발상을 기반으로 국가라는 노드(node) 행위자에 시각
을 고정하고 있어 개별노드 차원을 넘어서 전개되는 복잡계(complex
system) 현상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미비하다.121)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노드에 고정된 시각을 넘어서 북핵문제
를 보는 이론적 시각을 모색하고, 중국의 위치권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서론과 2장에서 언급했듯,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세 가
지의 네트워크 파워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살펴본다. 특히 본 절에
서는 주로 위치권력에 주목하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외교에 대해
서 고찰한다. 여기서 위치권력은 네트워크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위치
로부터 생성되는 권력과 기존의 행위자가 보유한 속성(즉 지정학적 위치
혹은 영토의 크기 등)이나 행위자들이 보유한 특정자원(정치, 군사, 경제
력 등)에 착악하는 자원권력(resource power) 개념을 넘어서 행위자들
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조로부터 생성되는 권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
치권력에 대한 논의가 지니는 유용성은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을 전
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권력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네트워크 시각의 가장 큰 유용성은 구조를 새롭게 본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주변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논의를 넘어서 중국 주위에 만들
어진 세계정치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그려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구조 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북한과 같은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상

121)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엮음(2015, p. 13, 재인용); 김상배(2013, p. 3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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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핵문제에서 핵심 당사국인 북한은 역
내정치에서 일종의 착취혈(exploit)이다. 구조적 공백이나 문화적 공백이
중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논의라고 한다면 착취혈은 기회의 창이 역
으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이다.122) 아울러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에서 허브(hub) 위치를 차지한 중개자
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안적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소위 위치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23)
이러한 중개자들의 위치권력 발휘는 행위자 자체의 속성에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구할 경우 성공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네트워크 위치변수가 모든 행위자로 하여
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조건하에서 행위자들이 취하는 자율성
의 영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24) 결국 중국이 보유한 위치권력은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주변 4개국들 사이, 미국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관계를 한편으로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는 복합적인 연결
망 외교를 통해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끊는 기준은 세 가지 종류의 중심성(연결-근접-매개)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조율이 단순히 맺고 끊거나 또는 구조적 공백을 메
우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치권력의 확대를 통해 네크워크 흐

122) 예컨대 향후 북한의 고립전략 및 무력도발, 내부체제 위기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질서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김상배 2011, p. 54).
123) 김상배(2011), p. 38.
124) 김상배(201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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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호환성을 통제하는 변환자의 성격을 가질 경우 네트워크 구조가 완
전히 변화되거나 네트워크 게임 등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교체될 가능
성 역시 높다.125)
네트워크의 세를 형성하여 위치권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밀
어붙이는 완력(腕力)이나 실력(實力)보다는 끌어당기는 매력(魅力)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개방적 게임을 펼치는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과
고립적 게임을 펼치는 북한의 역(逆) 네크워크 전략 사이에서 중국은 중
재자 관문을 통제하며 주도하는 새로운 역할자 혹은 위치권력을 보여준
다. 아울러 매개 중심성 높이기 외교전략은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전략으
로 북한과 주변국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을 중국이 주도하여 메움
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126) 즉 중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이 벌이는 연결의 게임과
북한이 벌이는 단절의 게임 사이에서 자국이 보유한 위치권력의 확대를
통해 중개자의 게임을 펼치면서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중
이다. 다음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위치권력의 이론적 함의를 토대
로 북핵 관련 중국의 역할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를 분기점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전후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
위치권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
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에
125) 김상배(2011), p. 70; 김상배(2013), pp. 394~396.
126) 김상배(2013, pp. 396~3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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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이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다.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 상황은 남ㆍ북, 북ㆍ미 관계가
모두 악화일로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과 한국, 미국 등 주변국에 자
국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북ㆍ미 간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다.127) 당시 트
럼프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했으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노망난 미국 늙은이(dotard)를 분명히 불
로 다스릴 것”이라며 즉각 응수했다.128) 이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
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밀선제타격 일환으로 코피전략(Nose
Blood)을 제기하며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
와 강도 역시 이례적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다.129)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
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중국정부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

127) 2017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도 4,500km까지 올라가 960km
를 비행에 성공하여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상당 지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과 코피전략을 구사하며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라고 지칭하는 등 무력
사용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화성-15형, 정상각도로 발사 땐 미국 동부까지 타격 가
능」(2017. 11. 30)).
128) 당시 미국의 대북 코피전략과 이에 대한 김정은의 핵 보복이 결정된다면 작용ㆍ반작용의 악순환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Hanlon and Kirchick(2018), “A Bloody nose
attack in Korea would have lasting consequences,”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
-chaos/2018/02/26/a-bloody-nose-attack-in-korea-would-have-lasting-consequences/(검색일:
2019. 7. 2).
129)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코피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들을 타격하는 선제적 예방적 공격을 뜻한
다. 폴 J. 셀바 미 합참 차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군은 북핵 인프라스트럭처의 대부분
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코피전략’을 잘 설명해준다(「[종합]셀바 美합참차장 “北핵미
사일 인프라 대부분 파괴 자신”」(2018. 1. 31),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131_000021
8108&cID=10101&pID=10100(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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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
히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
장감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30)
그동안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하여 줄곧 ‘한반도문제 해결에 관한 3원칙’을 강조해왔다. 즉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재 중국이 제시하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쌍잠정(雙暫
停: 북한 핵ㆍ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
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으로 요약이 가능하다.131)

이처럼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역할확
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쌍잠정과 쌍궤병행 이
행을 강조해왔다. 한편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
를 맞는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의 역내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관망
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2049년까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 질서를 실현해나가겠
다는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반드시 중국 주
도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도 변화의 측면보
다 지속적인 측면이 부각됐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보유 반대,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하며, 기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

130) 「中 외교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에 “北美 서로에 진정성 보여야”」(2018. 5. 16).
131) 2015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국식 해결방안 일환인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제시했다. 쌍잠정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하여 대화협상을 위한 해결책 혹은 돌파
구를 찾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시 중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쌍궤병행은 단계적 접근과 함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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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효하고 한반도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국지전, 일
방적 흡수통일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132) 즉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을 유지하며 북ㆍ중 관계를 과거 동맹 수준
으로 재조정하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방향과
전략적 고려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133)
물론 중국 역시 유엔 대북제재 준수는 유지하고자 할 것이나 북한체제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단독제재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체제 2기는 쌍중단과 쌍궤
병행의 투트랙(two track) 접근이나 대화에 방점을 두며 북핵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 중단→한ㆍ미 군사훈련 중단→상호호혜적 대화 개시→
상호 무력 불사용, 불가침ㆍ평화공존 기본원칙 확정→대북제재 해결과
북ㆍ미 관계 정상화→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문제를 일괄타결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조속한
실현을 강조한다.134)
한편 중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
人的大國)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중국의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북한 부담론(liability)을 제기했다.135)

132) 전병곤(2017), pp. 15~17.
133) 정재흥(2019b), p. 68.
134) 정재흥(2019c), p. 22; 「中国外交部和俄罗斯外交部关于朝鲜半岛问题的联合声明(全文)」(2017. 7. 5), http://
www.xinhuanet.com//world/2017-07/05/c_1121263903.htm(검색일: 2019. 9. 5).
135)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성택 숙청 등으로 인한 북
한 부담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북한의 부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i(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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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치권력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살펴본다면 북한 자산론이 여전
히 중국 대북정책의 주류를 이룬다. 즉 북한은 완충지대로서의 대미 군사력
억지력 확보, 중국의 대한반도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 한ㆍ미ㆍ일 3국 동
맹 강화를 통한 대중포위 견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ㆍ미 양국의 일
방적 군사개입 방지 등에서 북한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의 안정
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3불1무원칙136)과 4자 혹은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137)
중국은 자국의 위치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줄곧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예컨대 지난 2003년 8월 이후 6자회담 과정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경험으로 중국에서는 북한체제를 불안정으로 몰고 갈 정도의 대북제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즉 중국이 북한에 대
해 강력한 군사ㆍ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북ㆍ중 관계의 특수성으
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이중적 딜레마도 존재한
다.138)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한체제
의 유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영향력의 강화로 요약이 가능하
며, 이는 북ㆍ중 관계 형성 이후 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이며 지
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139)

136) 부전(不戰, 전쟁방지), 불란(不亂,혼란방지), 불통(不統, 어느 일방의 주도적 통일 반대), 무핵(無核, 한반도 비핵화).
137) 북한문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전략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는 핵심 이익
(중국공산당 체제 유지, 주권/영토 확보, 경제/사회 지속발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는 북핵
문제로 인해 사드(THAAD) 배치 추진, 한ㆍ미ㆍ일 3국 군사안보협력 강화 등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재흥 2016, pp. 7~8).
138) 더 자세한 내용은 정재호(2011), pp. 332~334; 문대근(2013), pp. 100~103 참고.
139) 최근 북핵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장되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 자산의 인식이 과거
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인식은 북한 자산론를 토대로 유지되고 있다(전
병곤 2013,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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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북핵문제에 관여하려고 했
던 것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한 6자회담’이다. 사실상 6자회담은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지정학
적 권력게임에 기반하고 있다. 6자회담은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고
중국이 새로운 도전세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크
게 변화되는 세력균형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6자회담의
구도를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여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6자회
담의 구도에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언급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생성되는
관계의 동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6자회담 구도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들을 하나의 장에서 연결한 일종의
거래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140)
[그림 4-1]의 6자회담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의 중앙에 점
선으로 그려진 세 개의 ‘빠진 링크’이다. 이는 북한-중국, 북한-미국, 북
한-일본, 한국-북한의 링크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북ㆍ미
관계 악화는 역내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
며 6자회담의 주요 의제였다.141) 이러한 구도 속에서 중국은 위치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6자회담
은 줄곧 중국의 주재로 개최됐고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연결하는 역할을 줄곧
담당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과 한국 등에 이해시키
고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냈다. 특히 6자회담 구도에서 중국은 대북

140)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엮음(2015, pp. 28~29, 재인용).
141)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엮음(2015, p. 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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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과 정책수단을 가진 유일한 국가였다. 즉 위치권력 차원에서
볼 때 북핵협상이 각종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할 경우 실질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하고 주도하여 참가국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
하는 중개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했다.142)

그림 4-1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

자료: 김상배(2013), p. 385.

이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북핵문
제 해결방식을 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선비핵화-후보상조치, CVID 해결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치인 쌍궤병행
(雙軌竝行)을 강조하며 북ㆍ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나
가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주변

142) 윤영관, 전재성, 김상배 엮음(2015, p. 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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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성 차원에서 북한,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6자회담 재개를 다시금 강조하는 중이다.143)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직면한 안보ㆍ경제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대규모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유
엔사와 주한미군 문제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각종 문제들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4자 혹은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
과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위치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쌍괘병행과 단계적ㆍ동시적 행동조치를 실시하며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위치권력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 주도하며 북한과
미국, 한국에 대한 중재자 역할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북
한과의 관계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위치권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국식
해결방안인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앞세워 비핵화 논의 과정을 주도해나가
고자 할 것이다.144)
중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지속 여부 등에 대
해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제재만으로 북핵문제
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혹은 완화
를 강조해나갈 것이다.145)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만이 가진 북한과의 특
수관계를 최대한 발휘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미국과 한
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적극 유도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143) 정재흥(2019c), p. 22.
144) 정재흥(2018a), p. 15.
145) 정재흥(2018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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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자국의 위치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6자회담 추진과 쌍잠
정, 쌍궤병행 이행을 주도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북
한과 한국, 미국 등 주변국에 일정 부분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 북핵문
제에서 중국의 위치권력이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018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급진전되
면서 중국이 가진 위치권력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반전이 북핵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
적인 계기가 됐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핵무력 건설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대내외에 공식화했
다.146) 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고 4월 판문점 선언, 6월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
담, 9월 평양 남ㆍ북 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6
월 시진핑 주석 방북, 6월 판문점 북ㆍ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대내외환경이 조성됐다.147)
세 차례의 남ㆍ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다섯 차례 북ㆍ중 정상회담,
두 차례 북ㆍ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문제의 주요 당사국들 간에 열 차례
정상회담이 불과 약 1년에 걸쳐 진행됐다.148)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146) 이호철(2019), p. 224.
147)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7월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9월 유엔총회 연설,
11월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전쟁불가 등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표했다.
148) 4.27 판문점 남ㆍ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9.18 평양 남ㆍ북 정상회담, 2019년 2.28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6.20 시진핑 주석 방북, 6.30 판문점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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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무력 완성선언｣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과 군사적 선
제공격 가능성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남ㆍ북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개선의 성과
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
담이 개최됐다.149)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대전환이 나타나면서 중국 역시 과거와는 다른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이
북ㆍ미 간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미국의 대북 인식전환과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냉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50) 그러나
2018년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따른 북ㆍ미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북ㆍ중 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위치권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됐다. 일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ㆍ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친미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ㆍ북ㆍ미 3자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제 선정,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과 전략자산 배치 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과 우려를 보여준다.151)
미ㆍ중 간 무역전쟁 발발, 인도ㆍ태평양 전략 가속화, 홍콩,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 고조 등으로 인해 미ㆍ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

조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정세를 미처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149) 정재흥(2018b), p. 3.
150) 정재흥(2017), p. 1.
151) 정재흥(2018a),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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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ㆍ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전통적 북ㆍ중 관계에도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52) 아울러 2018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중 간 갈등 상황이 표출되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크게 증폭되기도 했다.153)
한편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
최되고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나타나면서 중국 패싱론 혹은 소외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종전선언 참여를 놓고 남ㆍ북ㆍ미
3자 혹은 남ㆍ북ㆍ미ㆍ중 4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연
스럽게 중국의 참여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차이와 전략적 의심 등이
초래되었다.154)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국의 적극적 개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현재
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 따라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투영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해나간다는 구상이다.155) 사실 중국은 북
핵문제 관련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로 북한과 자동개입이 보장
된 군사동맹조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중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북한
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152) 정재흥(2018a), p. 15.
153) 지난 2016년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ㆍ중 간 전략적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되었
으며, 이어 2018년 남ㆍ북, 북ㆍ미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도 중국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에도 보이
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나타났다.
154) 2018년 6월 2일 겅솽(耿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중요한 당사
국이며 정전협정의 체약국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정에서 마땅히 역할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2018年6月12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2018. 6. 12),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568094.shtml(검색일: 2019. 9. 10)).
155) 향후 중국이 협상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의 긍정적 역할을 할지, 배후에서 방해자(spoiler)의 역할을 할지,
모호한 방관자로 남을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여부,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받으
면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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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156)
게다가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ㆍ미 정상
회담 결렬과 관련하여 중국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미
국이 아닌 중국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157)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의 구조적 근본 원인을 한국전쟁 이
후 누적된 북ㆍ미 간 적대적 대결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바라는 일괄타결 해결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158) 따라서
미국이 쌍괘병행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제로섬(zero-sum)
방식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159)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위치권력이 상실되어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잃
는다면 핵심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반드시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다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줄
곧 견지하고 있다.160)

156) 장샤오밍(2018), pp. 17~18.
157) 정재흥(2019a), p. 2.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미국이 다시금 과도한
대북제재를 중국에 요구할 경우 작금의 한반도 정세안정 유지와 새로운 북ㆍ중 관계 구축 차원에서 거부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8)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北中관계는 어떻게?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2019. 3. 1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2/94501648/1(검색일: 2019. 11. 1).
159)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北中관계는 어떻게?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2019. 3. 1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2/94501648/1(검색일: 2019. 11. 1).
160) 정재흥(2018b), p. 7. 일부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4자가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정재흥 2018c,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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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ㆍ미 관
계의 개선이 중국에는 새로운 딜레마적 상황을 부여할 수도 있다. 물론 비
핵화문제와 관련한 북ㆍ미 실무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
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영
변핵단지 폐기 등을 제시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161)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 이어 북ㆍ미 정
상회담이 개최되고 미국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위치권력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금기시되어 있던 타이완
문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타이완에 대한 14억 달러 어치의 미사일 관련
무기판매 승인,162) 모든 수준에서 미ㆍ타이완 간의 교류를 촉진, 미국 행
정부 관리들의 타이완 여행을 허용하는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통과,163) 그리고 2018년 6월 새로운 미국 타이완 사무소 빌딩의
개소식 등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
적으로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조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
기 시작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미국 대중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ㆍ중 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은 북ㆍ중 관계에서 과거와 달리 자국

161) 정재흥(2019d), p. 4.
162) “Ambassador: US Decision to Approve Taiwan Arms Undermines US-China Relations”(2017.
6. 30), https://www.cnn.com/2017/06/29/politics/us-arms-sale-taiwan-trump/index.
html(검색일: 2019. 8. 12).
163) Taiwan Travel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35(검색일: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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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했다. 향
후 중국은 미ㆍ중 관계와 북ㆍ중 관계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
일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체제의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 대북정책의 목표도 단기간에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여전히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유효하며 북한의 체제 붕괴와 급변사태
야기 혹은 일방적 흡수통일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
다.164) 그러나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감
행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이용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중국은 북
핵문제를 놓고 상당한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역시 안정적인 미ㆍ중 관계 유지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겠지만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수준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일방
적인 단독제재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165) 특히 새로운 북ㆍ
중 관계 강화 차원에서 양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 쌍궤병행인 단계적 접근 및 ‘행동對행동’ 원칙으로 접근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로 해
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
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미ㆍ중 관계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상당한 압박과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위치권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최근 미ㆍ중
경쟁으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는 핵심 이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164) 전병곤(2017), pp. 15~17.
165)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쌍잠정 및 쌍궤병행의
투트랙(two track) 접근 및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주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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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핵문제 해결을 놓고 미ㆍ중 간 상당한 갈등과 경쟁이 예상된다. 이
를 감안할 때,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중국의 쌍궤병행정책 사이에서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66) 게다가 중국이 2049년까지 중국 중심의 새로
운 역내질서를 실현해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비핵화와 관련한 한ㆍ중 간 보이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167)
이렇듯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중개자로서
의 위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북핵 네트워크에서 중국이 갖는 위
치권력을 적절히 외교에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위치권력은 2018년 북ㆍ미 관계 및 남ㆍ북관계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전망할 때, “어떤 상황이 중국에 가장 큰 위치권력을 가져다줄
것인가”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중국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정
책의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중국과 타이완은 1990년대 탈냉전 분위기에 힘입어 공식 접촉을 시작하
고 교류를 확대해왔다. 중ㆍ타이완 간 무역액은 2003년 584억 달러에서
2018년 2,262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기준 타이완은 중국
의 5대 교역국(지역)이자 3대 수입국(지역)이며, 중국은 타이완의 최대 교역
국(지역)이자 무역흑자국(지역)이다.168) 양안간 인적교류도 크게 늘어, 양안

166) 정재흥(2018b), p. 6.
167) 정재흥(2018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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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방문객 수가 2003년 286만 명에서 2018년 906만 명으로 증가했다.169)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는 상대방의 지위 인정, 양안 통일정책과
같은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여 정치적 긴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170)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이기에 어떤 형태의 독립이나
이탈을 용인할 수 없으며, 필요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171)이
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타이완의 독자성을 중시하
고, 양안관계가 중국이 추구하는 ‘일국양제(一國兩制, 한 국가 두 체제)’
방식이 아닌 ‘특수한 국가 대 국가관계’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172) 이에
타이완의 양대 정당이자 대중국 협력에 대해 서로 다른 기조를 가진 국민
당과 민진당의 정권교체에 따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재임시기
(2008∼15년)에는 양안간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분단 66년 만에 처음
으로 양안 최고 지도자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타이완의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
볜(陳水扁) 총통(2000∼08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2016년∼현재) 시
기에는 양안간 공식 연락망이 단절되는 등 긴장관계가 조성됐다.

168) 商务部台港澳司(2004), ｢2003年两岸经贸交流情况｣, http://tga.mofcom.gov.cn/article/sjzl/taiwan/
200403/20040300195152.shtml(검색일: 2019. 9. 15); 商务部台港澳司(2019), ｢2018年大陆与台湾经
贸交流情况｣, http://tga.mofcom.gov.cn/article/sjzl/taiwan/201901/20190102828082.shtml(검색
일: 2019. 9. 15).
169) 中共中央台湾工作办公室(2019. 7. 15), ｢两岸人员往来统计表｣, http://www.gwytb.gov.cn/lajlwl/rywltj
/201805/t20180524_11958157.htm(검색일: 2019. 9. 15).
170) Cabestan(2000), pp. 105-131.
171)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한 국가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 합법적인 중국정부는 하나뿐이라
는 원칙ㆍ이데올로기이다.
172) 서진영(2010),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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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간 협력 속 갈등과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자국의 입장
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다
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고 경제규모가 큰 중국은 하드 파워의 우위를 바
탕으로 양안 갈등 시 타이완에 그 힘을 투사해왔다. 중국은 평화통일노선
을 추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반국가분열법
(反分裂国家法)｣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타이완의 독립이나
이탈을 저지하고 있으며, 1996년과 2000년 타이완이 총통선거를 앞둔
시기에 독립지향적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군
사훈련을 시행하고 전쟁불사의지를 공언하기도 했다.173) 또한 중국은 본
토인의 타이완 관광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이완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도 했다. 2016년 독립지향적인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이 총통에 취
임하자 중국정부는 자국민의 타이완 단체ㆍ개인 관광을 차례로 금지했
다. 이에 타이완으로 여행을 가는 중국 관광객이 2015년 418만 명에서
2018년 27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174)
표 4-1

양안 경제규모ㆍ군사비 지출 비교(2018년)
(단위: 억 달러)
구분

GDP

군사비 지출

중국

13,368.1

2,499

타이완

589.9

107

자료: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B(검색일: 2019. 11. 1);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http://
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검색일: 2019. 11. 1).

173) 서진영(2010), pp. 290~292.
174) ｢중국, 대선 앞둔 타이완에 ‘여행금지령｣(2019. 7. 3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
/904014.html(검색일: 2019. 9. 15); ｢中관광금지로 타이완 약1조원 피해 추정…약70만명 감소｣(2019.
8.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1_0000729304&cID=10101&pID=10100
(검색일: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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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타이완을 상대로 이러한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파워도 강화ㆍ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의 수교국을 대상으로 자국
과의 수교를 전제로 타이완과 단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를 와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수교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서,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네트워크이다.175) 수교관계는 국제
사회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동참할 이웃을 모으
거나, 분단ㆍ신생 독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중국이 자국의 수교
관계를 확대하고 타이완의 수교관계를 줄여나가는 것은 ‘내 편 모으기’를
통해 집합권력으로서의 네트워크 파워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중국의 對타이완 수교 네트워크 와해행위를 통해 중국외
교의 네트워킹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의 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와해
1) 타이완 수교관계의 와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수교국이 10개국에 불과했던 중국
은 점차 수교국이 늘어나 현재 총 180개국과 수교관계에 있다(표 4-2 참
고). 특히 1971년 유엔 가입, 1979년 미국과의 수교는 중국의 수교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하여, 1970년대에 중국은 총 70개국과
새롭게 수교관계를 맺었다(그림 4-2 참고). 또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이

175) e-나라지표(2019),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677(검색일: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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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개방도를 높이면서 수교국이 더욱 늘어나, 세
계 주요국과 모두 수교를 맺게 됐다.

중국과 타이완의 수교 현황(2019년 11월 1일 기준)

표 4-2

(단위: 개국)
구분

중국

타이완

아시아

45

0

아프리카

53

1

유럽

44

1

미주

26

9

오세아니아

12

4

합계

180

15

주: 지역 구분은 중국외교부의 기준을 따름.
자료: 中華民国外交部, ｢我國國情資訊: 邦交國｣, https://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B2F1C601
&sms=26470E539B6FA395(검색일: 2019. 11. 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9),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
关系日期简表｣,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2193_674977/(검색일: 2019. 11. 1)을 참고해
저자 정리.

그림 4-2

중국의 시기별 신규 수교국 수
(단위: 개국)

주: 2019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9),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https://www.fmprc.gov.cn/web/
ziliao_674904/2193_674977/(검색일: 2019. 11. 1)을 참고해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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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1949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비공산권 주요국을 포
함한 30여 개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타이완은 차츰 수교국이 줄어
들어, 현재 15개국과만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표 4-2 참고). 타이완
의 남은 수교국은 대부분 팔라우, 나우루, 마셜군도와 같은 태평양의 작
은 도서국과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와 같은 중남미 중소국이며, 아프
리카에서는 에스와티니, 유럽국가 중에서는 바티칸이 유일하다.176)
중국, 타이완 간에 이와 같은 비대칭적 수교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중
국이 수교 상대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의 단교를 수교 조
건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제고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
국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타이완의 외
교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자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해온 것이다. 이에
남북한이 158개국과 동시수교를 맺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수교를 맺
은 국가는 자동적으로 타이완과 단교해야만 했다. 미국, 일본은 1970년
대에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타이완과의 오랜 수교관계를 끝맺었고, 한국
역시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타이완과 단교했다.
타이완의 수교국 감소는 중국과 정치적 갈등이 많은 민진당 집권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8∼2000년 국민당의 리덩후이(李登輝) 집권기
에는 수교국 수가 29개국으로 늘어난 후 다소 부침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
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2008∼16년 친중적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집권기에는 감비아 1개국만이 타이완과 단교했다. 이에 반해 민진당 소속
의 천수이볜 집권기인 2000∼08년, 2016년부터 시작된 차이잉원 집권기

176) 中華民国外交部, ｢我國國情資訊: 邦交國｣, https://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
B2F1C601&sms=26470E539B6FA395(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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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타이완의 수교국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4-3 참고).

그림 4-3

타이완의 수교국 수 변화(1988∼2019년)
(단위: 개국)

주: 2019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中華民国外交部, ｢外交年鑑｣, https://www.mofa.gov.tw/NewsNoHeadOnlyTitle.aspx?n=19C2F1F943CBD946
&sms=3769C374A22343F0(검색일: 2019. 11. 1)에서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특히 현 차이잉원 정부에서는 취임 후 4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아프
리카 소국인 상투메 프린시페를 시작으로 총 7개국(전체 수교국의 1/3)
이 타이완과 차례로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타이완의 수교국이
15개로 급속히 감소했다. 2017년 6월 타이완의 최장기 수교국이었던 파
나마가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했고, 2018년에는 77년간
타이완과 국교를 맺어온 도미니카공화국,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엘
살바도르가 연이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태평양제도 도서국인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차례로 타이완
과의 수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표 4-3 참고). 유럽의 유일
한 타이완 수교국인 바티칸 역시 최근 중국과의 오랜 갈등관계가 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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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과 바티칸이 조만간 수교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177)

표 4-3

차이잉원 집권시기의 타이완 단교국
단교일

국가명

2016. 12

상투메 프린시페

2017. 6

파나마

2018. 5

도미니카공화국

2018. 5

부르키나파소

2018. 8

엘살바도르

2019. 9

솔로몬제도

2019. 9

키리바시

주: 2019년 11월 1일 기준임.
자료: ｢中, 솔로몬제도 이어 아이티에 수교 제안… 대만 고립시도 가속｣(2019. 9.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
0914023700097; ｢中 ‘대만과 단교’ 상투메 프린시페와 관광ㆍ무역 협력키로｣(2017. 4. 13), https://www.yna.co.kr/view/
AKR20170413206200097?Intput=1195m; ｢中 자본의 힘?… 솔로몬제도 이어 키리바시도 대만과 단교｣(2019. 9.
2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0/2019092002489.html; ｢엘살바도르, 대만과 단
교하고 중국과 수교… 대만 수교국 17개로｣(2018. 8.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
_id=201808211343001&code=970204; ｢도미니카, ‘中수교 발표’ 한시간 전 대만에 단교 통보｣(2018. 5. 2), https://
www.yna.co.kr/view/AKR20180502100200009?Intput=1195m; 「‘중국배후’ 파나마에 단교당한 대만, 수교국 20개
국으로 축소(종합)」(2017. 6. 13),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3085751009?input=1195m; 「중국,
부르키나파소와 수교…대만 외교적 고립 ‘가속화’」(2018. 5.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id=201805271148001&code=970100(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 언론보도를 참고해 저자 정리.

이와 같이 중국이 타이완의 수교 네트워크를 와해할 수 있었던 배경으
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이다. 최근 단교한
파나마의 경우 운하통행료가 국가수입의 1/5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하
이용이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운하 컨테

177) 바티칸은 1990년 주교문제가 해결되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 표명했고, 중국이 교황청과의 합의를
통해 첫 주교를 임명하는 등 2018년부터 중국정부가 바티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ㆍ
바티칸 수교설이 등장했다(타이완정치대 황쿠이보 교수 인터뷰 2019. 10. 2, 타이완 타이베이; ｢중국, 타
이완 왕따시키려 바티칸과 손잡나｣ 2018. 10. 12,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idxno=178038(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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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항에 중국기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이 증가하
는 상황이다.178)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핵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79) 이 외에 상투메 프린시페는 타이
완이 원조를 거절한 오일저장용 항만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지원할 예
정이며, 도미니카공화국은 중국 국영은행이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6억 달
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려졌다.180)
중국은 타이완의 남은 수교국에도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정부
는 타이완과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팔라우에 2017년 말부터 자국민
의 단체관광을 금지했고, 이에 2016년 7만 명에 달했던 팔라우의 중국인
관광객이 2018년 상반기에는 2만 5,000명으로 급감했다.181) 또한 투발
루 정부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기업들이
투발루 정부가 추진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인공섬 건설계획을 지원하려
는 목적으로 투발루 지역사회에 접근하기도 했다.182)

178) 한현우(2017), ｢파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과 단교｣, http://csf.kiep.go.kr/issueInfo/M00
2000000/view.do?articleId=24689(검색일: 2019. 11. 1).
179) ｢엘살바도르 “타이완 버리고 중국 택한 이유는 경제 지원”｣(2018. 8. 22), http://www.newspim.com/
news/view/20180822000121(검색일: 2019. 11. 1).
180) “In Checkbook Diplomacy Duel, China Pledges at Least $8.6 Billion to Win over Taiwan’s Allies”
(2019. 9. 16), https://www.latimes.com/world-nation/story/2019-09-16/china-pledges-billions
-to-win-over-taiwan-allies(검색일: 2019. 11. 1).
181) ｢‘남태평양판 사드 보복’…팔라우, 中 관광객 끊기며 큰 타격｣(2018. 8. 20), https://www.yna.co.kr/view/
AKR20180820157700074?input=1195m(검색일: 2019. 11. 1).
182) “Tuvalu Rejects China Offer to Build Islands and Retains Ties with Taiwan”(2019. 11. 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taiwan-diplomacy-tuvalu/tuvalu-rejects-china-offer-to
-build-islands-and-retains-ties-with-taiwan-idUSKBN1XV0H8(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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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교관계를 활용한 타이완의 네트워크 접근 차단
중국은 타이완의 수교국을 대상으로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뿐
만 아니라 이미 ‘내 편’이 된 기존 수교국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활용해 타이완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수
교국과 타이완 간 외교적 교류에 제동을 걸거나 수교국이 주최한 정부행
사에 타이완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 등지에서의 양안 갈등이 대표적 사례이
다. 2017년 1월 중국과 수교관계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도시 츠
와니(Tshwane)의 시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
국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계에서는 츠와니 시장의
타이완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시장을 비판하는 목
소리가 나왔고, 츠와니 시장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183)

표 4-4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접근 차단 사례

일시

사례

2016. 9

아일랜드 각 부처 장관들의 타이완 국경절 행사 참석 반대

2016. 12

키르기스스탄 국회 부의장의 타이완 방문 비난, 귀국 후 사퇴하도록 압박

2017. 1

남아공 정부에 압력을 가해 츠와니시 시장의 타이완 방문 비판하게 함

2017. 3

일본 총무부 대신의 일본ㆍ타이완 교류협회 행사 참석에 항의

2017. 10

아르헨티나 헌병 훈련장을 방문한 駐아르헨티나 타이완 대표처 직원을 중간에 퇴장시킴

2017. 11

에콰도르 국회 서기장의 타이완 방문 비난 및 중도 귀국 요구

2019. 3

차이잉원 총통이 순방 일정 중 하와이 경유 못하도록 미국정부 압박

2019. 3

체코 정부행사에서 駐체코 타이완 대사를 중간 퇴장시킴

자료: 中華民国外交部,｢中国阻挠我国国际空间事例｣, https://www.mofa.gov.tw/Content_List.aspx?n=
442A97CFB4A0C56C(검색일: 2019. 9. 15)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83) 中華民国外交部, ｢106年中国阻挠我国国际空间事例｣, https://www.mofa.gov.tw/Content_List.aspx?n
=442A97CFB4A0C56C(검색일: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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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3월에 체코에서는 체코정부가 개최한 연례 경제무역성
과 설명회에 타이완 외교관이 참석하자, 중국정부가 강력한 불만을 표시
하여 타이완 외교관이 중간에 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국정
부는 2019년 3월 차이잉원 총통이 남태평양 수교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서 하와이를 경유하려고 하자,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요
구하며 차이잉원 총통의 하와이 방문을 제지하기도 했다.184)

나. 중국의 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와해와 착취혈
네트워크 이론에서 ‘구조적 공백’이란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가리킨
다. 이와 반대로 ‘착취혈(exploit)’이란 이전에는 제대로 작동하던 네트워
크에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의미의 공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구조적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185)
타이완의 최근 단교국에 착취혈의 개념을 적용해보면, 중국이 특정 지
역의 핵심 국가와 수교를 맺음으로써 해당 지역의 타이완 외교 네트워크
에 공백을 만드는 현상이 일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차이잉원 시기
7개 단교국 중 남태평양군도의 솔로몬제도와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가
그 예이다.

184) 中華民国外交部, ｢108年中国阻挠我国国际空间事例｣, https://www.mofa.gov.tw/Content_List.aspx?n
=442A97CFB4A0C56C(검색일: 2019. 9. 15).
185) 김상배(2011), pp.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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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타이완과 수교국 간 교역액(2015년)
(단위: 만 달러)

지역

중앙
아메리카

국가명

교역액

지역

국가명

교역액

과테말라

2,433.9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604.0

솔로몬제도

147.4

나우루

63.0

키리바시

29.4

파나마

1,740.5

도미니카공화국

1,371.2

엘살바도르

1,337.2

니카라과

1,225.2

온두라스

1,222.8

투발루

4.4

아이티

316.7

부르키나파소

86.4

벨리즈

131.3

세인트 크리스토퍼네비스

에스와티니

83.3

17.8

세인트루시아

11.8

상투메프린시페

3.7

세인트빈센트

7.7

바티칸

0.0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주: 1) 차이잉원 총통 취임일 기준 수교국.
2) 팔라우, 마셜군도의 교역액은 데이터가 없어 미기재.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9. 9. 15).

솔로몬제도는 남태평양 소규모 도서국186) 중 피지 다음으로 경제력을
갖춘 국가이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타이완에 의미
가 큰 수교국이었다.187) 또한 솔로몬제도는 차이잉원 집권 전인 2015년
기준 남태평양 지역에 남은 타이완 수교국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타이
완과의 교역이 활발한 국가로, 솔로몬제도 이외의 수교국은 모두 타이완
과의 교역액이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제관계가 약한 편
이다(표 4-5 참고). 이 때문에 솔로몬제도와의 단교로 인한 공백이 타이완
의 남태평양 외교 네트워크 약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86) 남태평양 도서국 중 규모가 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피지, 키리비티, 마셜아
일랜드 공화국, 솔로몬제도, 바주아투, 나우루, 투바루, 통가, 서사모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등
11개의 독립국과 자치령인 니우에, 쿠크아일랜드를 가리킨다.
187) 타이완국립대 줘정둥 교수 인터뷰(2019. 10. 3, 타이완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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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2015년 과테말라에 밀렸지만 2014년까지 중앙아메리카 지
역에서 타이완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국가로, 타이완에는 경제적 의
미가 큰 수교국이었다.188) 또한 파나마는 타이완과 단교가 이루어진
2017년 기준 타이완의 최장기 수교국으로서 상징적 의미도 큰 국가였
다.189)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독한 외교관계를 맺어온 파나마가 타이완
대신 중국을 선택한 것은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7년 코스타리카가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타이완과 단교했을 때는
주변국이 코스타리카를 비난하고 추가적인 단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나마의 단교 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도 연이어 타이완과 단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190)

다. 타이완의 인식 및 대응
최근 중국이 타이완의 수교국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수교관계를 확
대하는 현상에 대해 타이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인다.
집권당인 민진당 측은 타이완의 단교국이 확대되는 것을 중국정부가 다
가오는 타이완 총통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행위라 보고, 이 국가들이 중
국의 금전적 지원하에 자국과 단교하고 중국을 택했다고 비난하고 있
다.191) 솔로몬제도가 타이완과의 단교를 선언하자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목적은 타이완에 타격을 가하고 타이완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188) CEIC Database(검색일: 2019. 9. 15).
189) CEIC Database(검색일: 2019. 9. 15).
190) CEIC Database(검색일: 2019. 9. 15).
191) 中華民国外交部, ｢108年中国阻挠我国国际空间事例｣, ｢107年中国阻挠我国国际空间事例｣, https://www.
mofa.gov.tw/Content_List.aspx?n=442A97CFB4A0C56C(검색일: 2019. 9. 15); 타이완국립대 줘정둥
교수 인터뷰(2019. 10. 3,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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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92)
이에 반해 야당인 국민당 측은 공식견해 표명을 보류하고 있으나 단교국
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민진당의 실책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
다. 국민당 지지 성향의 학자들은 마잉주 집권시기에 타이완이 중국에 ‘휴전
(休兵)전략(수교국을 서로 빼앗지 않고 현상유지)’을 제안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수긍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안간
수교 네크워크 경쟁이 심하지 않았고 타이완이 대부분의 수교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193) 이와 달리 차이잉원 정권의 경우 마잉주의 휴전전
략을 지속하지 않고 중국이 요구하는 92공식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
기에 지금과 같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한 중국 내부의 불만고조,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 정부 등 중국 내외부적 요인이 시진핑 정부로 하여금 타이완문
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취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194)
타이완의 일반시민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중소국으로 이
뤄진 수교국들이 타이완과 단교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195) 2016년 차이잉원 취임 당시 수교관계에 있었던 국가
전체와 타이완과의 교역액은 1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이완ㆍ
192) ｢솔로몬제도마저 “단교”… 깊어지는 타이완 고립｣ (2019. 9. 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924098246&code=11141200&cp=nv(검색일: 2019. 11. 1).
193) 타이완의 수교국이었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중국 방문을 시도했으나 중국이 거절하여, 제주도까지
이동했던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례는 중국정부가 휴전전략에 암묵적
으로 동의했음을 보여준다(Huang(2017); 타이완정치대 황쿠이보 교수 인터뷰 2019. 10. 2, 타이완 타이
베이).
194) 무역분쟁으로 중국과 대립 중인 트럼프 정부는 2019년 6월 뺷인도ㆍ태평양전략보고서뺸에서 타이완을 ‘국가’
인 것처럼 보이게 처리하는 등 중국의 일국양제노선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타이완정치대 황쿠
이보 교수 인터뷰(2019. 10. 2, 타이완 타이베이); 타이완국립대 줘정둥 교수 인터뷰(2019. 10. 3, 타이완
타이베이).
195) 타이완공업총회 쉬춘팡 고문(전 경제부 부국장) 인터뷰(2019. 10. 3, 타이완 타이베이); 중화경제연구원
우자쉰 부소장 인터뷰(2019. 10. 2, 타이완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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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또는 타이완ㆍ폴란드 교역액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2016
년 기준, 데이터가 없는 팔라우와 마셜군도 제외한 수치).196) 또한 한 조사
에서는 타이완정부가 수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량의 ODA를
제공하는 것에 타이완인의 5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97)
타이완 정부는 추가적인 단교 방지를 위해 주로 △미국에 협조를 요청
하거나 △상대국에 수표외교(checkbook diplomacy)로 불리는 재정 지
원을 확대하고 △상대국과의 인적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타이완이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전보
다 쇠퇴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
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원조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단교 움직임
을 보이는 국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단교를 막지 못했
다. 차이잉원 집권 후 외교부문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기밀 예산은
4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외교 네트워크 유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남은 수교국 대부분이 원조가 절실한 국가로서 타이
완과 중국을 저울질하면서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안
정적인 수교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198) 중남미 일부 수교국 등지에서
는 타이완이 돈독히 맺어놓은 인적관계가 현재 단교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해당 국가에서 세대가 교체되면 인적관계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199)

196) CEIC Database(검색일: 2019. 9. 15).
197) 타이완정치대 황쿠이보 교수 인터뷰(2019. 10. 2, 타이완 타이베이).
198) 타이완정치대 황쿠이보 교수 인터뷰(2019. 10. 2, 타이완 타이베이); 타이완국립대 줘정둥 교수 인터뷰
(2019. 10. 3, 타이완 타이베이).
199) 타이완국립대 줘정둥 교수 인터뷰(2019. 10. 3, 타이완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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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강력한 지도력을 앞세워 국내정치
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력하게 설정하고 있
다. ‘두 가지 백 년의 꿈’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강
한 중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력 상승에
기초하여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그
에 걸맞은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중첩되어 있어 미국과의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
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
다. 이는 트럼프 집권 이후,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전
략적으로 역내 패권을 장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질서가 아닌 새로운 정치ㆍ경제 규범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중국의 사유와 행동방식으로 재설정하려
는 시도이다. 이 같은 중국의 도전의지는 북핵문제와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 등 미국의 힘을 투사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의 구축은 중국의 목표를 명확
히 보여준다. 2017년 10월 25일, 중국은 제19차 당대회 직후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을 선언했다.
중국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신형국제관계는 상호존중과 공평상생, 평화
협력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대결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영, 제로섬게임과 승자독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00) 중국은 신형국제관계를 발표함과 동시에 새로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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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을 천명하였고, 중국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초
석을 깔아놓았다. 이를 통해 미국이 패권국가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중국도 향유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속내는 현재 중국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
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아
시아 상호신뢰 구축 회의｣ 등에 참여하며 각국 정상을 만나 국가관계를
격상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신형국제관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개별 국
가와의 관계는 물론, 국가간 협력기구, 그리고 지역협력체로 그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는 중이다. 물론 미국을
염두에 두고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외교적 공세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의지를 반영하겠
다는 화어권(话语权: 발언권)과 국제회의와 포럼을 통해 중국의 세를 과시
하려는 주창외교(主場外交: 홈그라운드 외교)이다. 중국이 여러 형태로 벌
려 놓은 각각의 전술이 거대한 전략의 틀 속에서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
목표 실현으로 귀결되고 있다. 흡사 점ㆍ선ㆍ면으로 이어지는 개혁ㆍ개방
노선의 정책집행 형태가 복선(伏線)과 전형(轉形)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과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권력쟁취의 궁극적인 꿈을 설계하는 중이다.

200) ｢习近平治国理政关键词: 新型国际关系｣(2016. 4. 18), http://cpc.people.com.cn/n1/2016/0418/c6
4387-28283167.html(검색일: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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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국의 대외 국가관계 확장성

자료: 저자 작성.

중국의 이 같은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
의 인식이다. 지도자 요인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지도자가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가
진 중국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 둘째, ‘언제부터 시작하였는
가’라는 문제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제시한 시기
와 조건을 파악한다면, 향후 중국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정책을 설정하는지 확인한다면 사전에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무엇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면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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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외교의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 국제정세 인식과 권력 설계
새로운 국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자관계가 핵심이지만, 그 관
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양자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와 이익을 고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중국 성립 이후, 소위 죽의 장막으로 대외적인 관계 형성에서 소
련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수정주의 논란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악
화되면서 국가관계 형성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소
련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됐고, 중국은 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대외정책과
국가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며 제3세계론에 기초한 홀로서기를 진행했
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 같은 인
식 속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설계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과정에서 중국이 선택한 설계의 귀결점이 바로 개혁ㆍ개방 전략
이었고, 1980년대 중국외교의 주요 목표는 경제발전이 됐다. 따라서 중
국은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국제사회에 진입하면서 ‘영원히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永远不当头)’는 기조를 통해 도광양회(韬光
养晦)의 외교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재설정했다.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광양회의 정책기조 역시 국
가이익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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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평화굴기(和平崛起)ʼ와 ʻ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ʼ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추구하고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정책을 구
사했다. 각각의 용어는 새로운 지도부의 외교전략으로 정식화하는 과정
에서 내부논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201)
이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3년에는 도광양회로부터
‘분발유의(奋发有为)’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에
걸맞은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종합
국력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 따라서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국력이 강대해지고 있
지만, 미국의 힘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함의는 미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의 발전전략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
리해나간다는 것이다. 즉 미ㆍ중 양국의 관계 설정 방법론을 대외정책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대미 인식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의 변화는 정치, 경
제, 군사 등 국가이익에 기초한 국내외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중
국이 새로운 국제관계를 시기별로 다르게 정의한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대미 외교의 변화는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 그리고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로 이어
지면서 한층 명료하게 표출됐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4차 미ㆍ중

201) 차창훈(2014), p. 7.
202) 阎学通, 外交转型(2017),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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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경제대화 개막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구체화했다.203) 2012년 6월, 후진타오는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폐막 후 열린 미ㆍ중 정
상회담에서 미ㆍ중 신형대국관계 발전과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
다. 그 내용은 “첫째, 대화를 견지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방문, 회담, 통
화, 통신 등의 형식을 통한 고위급 전략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고위
급 교류가 미ㆍ중 관계에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발휘한다. 둘째, 협력과
상호이익 실현을 심화하고, 경제무역, 투자, 법 집행, 교육, 과학기술 등
전통적인 분야 협력을 착실히 추진하여, 에너지, 환경, 기초시설 건설 등
신흥 분야의 협력지점을 확대한다. 지방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정치, 경
제, 안전, 인문, 교육, 청년 등 분야의 교류를 공고히 하고 확대한다. 셋
째, 견해차는 타협하고, 간섭은 배제하며, 미국 측이 적극적인 대중정책
을 견지하고, 국내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며, 여론 유도를 강화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여, 중ㆍ미 관계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를 바란다. 넷째, 함께 책임을 지고, 도전을 같이 헤쳐
나가며, 중국은 미국 측과 솔직한 대화를 계속하여, 의심을 풀고, 실무적
인 협력,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우호적인 상호교류활동을 지속하기
를 바란다. 미국 측은 중국의 중대한 이익과 합당한 관심사를 존중해주기
를 바란다. 중국은 미국 측과 지역 이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계속하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다”204)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2. 5. 4), ｢胡錦濤出席第四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開幕式뗋致辭｣, http://www.
fmprc.gov.cn/chn/pds/wjdt/gjldrhd/t928462.htm(검색일: 2019. 9. 2).
204) ｢胡锦涛会见美国总统奥巴马｣(2012. 6. 21), http://zqb.cyol.com/html/2012-06/21/nw.D11000
0zgqnb_20120621_1-01.htm(검색일: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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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6월에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미국에 “기
존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상호호혜적인
신형대국관계”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상호존
중, 협력, 상호호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동시에
각자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
계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자고 주장했다. 아직은 중국의 힘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국 중심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협력을 표방
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려
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한 침해나 내정간섭
및 대중 견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205) 하지만 이 제안의
이면에 담긴 함의와 중국의 대미인식은 아주 명확하다. 기존의 미ㆍ중 관
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지 않았고, 협력하지도 않았으며,
상호호혜성이 아닌 어느 한 편이 승리하고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
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지위를 점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미국의 경제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급상승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
하는 기제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물론 유럽의 국채를 매입하여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게 해주었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205) 이정남(2014),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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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이 누려왔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국가지위는 하락하는 추
세로 돌아서고, 중국이 그 지위를 대체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ㆍ중
사이의 이해관계는 더욱 충돌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문제는 경제 분야
만이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
었다는 데 있다. 이는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China Military Power
Report)｣에서도 언급됐다. 2010년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미국경제
의 재건과 지구적 패권의 재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206) 2011년 7
월,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미
국이 아ㆍ태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공식화하면서 중
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207)
2009년 양국 정상이 ‘핵심 이익의 상호존중’이라는 공통인식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역량 상승과 이로 인한 전략적 이익상충이 점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1년부터 공식화된 재
균형정책은 안보 측면에서 동맹(미ㆍ일, 한ㆍ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등)
의 강화,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핵
심 사안으로 다루고 있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
러났다.208) 이뿐 아니라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문제도 적극적으
로 관여하면서, 관련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

206) 김상기(2014. 5. 30),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국의 선택｣, http://www.ukorea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1483(검색일: 2019. 8. 10).
207) 이정남(2014), pp. 22~23.
208) 김상기(2014. 5. 30),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국의 선택｣, http://www.ukorea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1483(검색일: 201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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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재균형정
책’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맞대응전략(Tit-for Tat)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양국의 인
식 차이는 중국 측에서 ‘상호존중은 신뢰를 증진하고,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상호호혜성을 통해 미래의 초석을 다지자’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데 반해, 미국 측은 기능적인 사항들, 즉 실무적 협력, 적극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처리해야만 상호호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서부터 출발한다. 이 같은 전개 상황으로 미루어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이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아닌 미국의 전략 수정에 대
한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
도록 관리하면서 한편으로 중국 부상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
시적,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09)
하지만 설계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역시 단계적으로는 중국 주도
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 동안 미ㆍ중 간의 협력을 규정하기 위한 구상은 주로 미국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미국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 G2,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까지 다양한 구상을 계속해서 중국에 제의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210) 일례로
‘G2’라고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제11차 중국ㆍ유럽 정상
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한두 국가 혹

209) 이동률(2012), p. 23.
210) 김재철(2013),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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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대국 그룹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계가
중ㆍ미 양국이 함께 관리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극화와 다자주의가 대
세라며 미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211)
또한 시진핑은 ‘미ㆍ중 갈등 필연론’에 대하여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용납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하며 구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국과
협력의 길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 역시 이러한 맥락
에서 2012년 5월에 열린 제4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G2 대신 협력
(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을 의미하는 ‘C2’ 개념을 주창했
다.212) 그러나 새로운 국가관계 설정을 중국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사
실로 미루어 단순한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넘어 미ㆍ중 관계에 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13)
[표 4-6]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제시한 내용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시기에

따른 수사의 변화는 있지만, 관계설정에 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기
초한 외교의 전략적 변용이 적극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1) 温家宝与欧盟领导人共同会见记者时的讲话(2009), ｢中央政府门户网站｣, http://www.gov.cn/ldhd/20
09-05/21/content_1320555.htm(검색일: 2019. 8. 12).
212) 김흥규(2013), p. 39.
213) 김재철(2013),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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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미ㆍ중관계와 관련한 시기별 중국의 인식
시기

내용

1998년 6월 인민일보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2002년 10월 장쩌민 주석 미국 방문

미ㆍ중 건설적 협력관계의 발전 추진

2011년 1월 후진타오 주석 미국 방문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 동반자관계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 미국 방문

호혜공영의 협력적 신형대국관계 이니셔티브

2012년 5월 후진타오 주석 미국 방문
제4차 미ㆍ중 전략과 경제 대화

상호존중, 협력공영의 신형대국관계의 길

2012년 12월 18대 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국제관계 구축 추진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연설

협력공영을 핵심으로 한 신형국제관계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하고 협력공영하는 신형대국관계

2014년 7월 미ㆍ중 전략대화 개막식

미ㆍ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연설, 신형대국에 대
한 네 가지 전망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중국 방문

신형대국관계 건설의 여섯 가지 중점추진방향 제시

2014년 11월 중앙외사업무회의

협력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 구축, 신형대국관계 구축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 UN개발정상회의

협력공영을 핵심으로 한 신형국제관계, 대항하지 않고 대화하고,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길

2016년 6월 미ㆍ중 전략대화

미ㆍ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2016년 6월 ｢중ㆍ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15
비동맹, 비대항,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신형국가 간 관계
주년 대회
2017년 1월 UN 총회 연설

비대항, 비동맹, 대화하는 동반자관계의 국가 간 관계 및 핵심 이익과 중대
한 관심사안을 서로 존중하고 모순과 갈등을 관리하며 비충돌, 비대항의
상호존중하고 협력공영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축

2017년 7월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

협력공영하는 신형국제관계, 대국 간, 이웃국가 간 관계의 모범

2017년 10월 19대 보고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영의 신형국제관계

자료: 우완영(2018), p.10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네트워크 권력추구의 변곡점
중국의 국가관계 설정은 신중국 성립 초기부터 당시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그중 미ㆍ중 관계는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중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하면서 냉전시대 강대국 관계를 수
립하는 변곡점이 됐다. 이후 중국은 개혁ㆍ개방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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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면서 새로운 국가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냉전 종식 후에는 강
대국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국제교류가 급격하게 증
가하면서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에 관련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인
식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론적 연구도 진
행됐다. 당시 덩샤오핑은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14) 이에 1984
년, ｢중공 중앙 개혁학교 사상 품덕(品德)과 정치이론과정 교학에 관한
통지(中共中央关于改革学校思想品德和政治理论课程教学的通知)｣를 통해 고
등교육기관에 정치이론수업과 세계정치경제, 국제관계학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215)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해당 영역의 연구는 좀 더 활성화됐다. 당시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점
하게 됐다. 이에 중국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대내적으로는 남순강화를 통
한 개혁ㆍ개방을 견지해나갈 것을 천명했고, 대외적으로는 탈냉전기 이
후의 국제정세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했
다. 이 외에도 중국은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을 강
화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216) 단순히 경제적인 분
야에서의 발전이 아닌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국가 대
전략(grand strategy)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
작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는 중국의 본격적인 발전, 즉 경제성장에 바
탕을 둔 국제사회에서의 정치ㆍ경제학적 실력 지위와 자신감의 상승, 서
구이론과 방법론을 수학하고 귀국한 해외유학파들의 증가로217) 더욱 적

214) 邓小平(2006), pp. 180~181.
215) 赵可金, 倪世雄(2007), p. 54.
216) 黃碩風(1999),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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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제사
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한층 증대됐고, 중국을 둘러싼 관심과 견제, 중국
의 경제력, 군사력에 관한 의심과 경계 역시 증가했다. 이 시기 중국에
관한 의구심은 중국위협론을 비롯하여 미국과의 세력전이 등 세계 각 국
가의 정부, 기업의 연구기관, 학계의 예측과 전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
오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같은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정
책적, 이론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했다.218)
현실적인 자각은 국가 주도로 싱크탱크와 학계의 연구역량을 증진하
여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외부의 논리를 논파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었다. 이후 경제력에 기초한 국력
상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중국모델(中國模式), 중국방안(中國方案)
등 새로운 정치ㆍ경제적 국제규범을 수립하려는 방식과 방법론을 제시했
다. 즉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 같은 경제성장의 모델을 넘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질서에 도전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
는 중국식 규범을 확립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시진핑 집권시기에 이르러서는 대외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화하여 거
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설립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내에서의 리더십 확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고 있다. 게다가

217) 김상규(2015b), p. 48.
218) 김상규(2015b),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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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에 새로운 정책제안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안보 체제’ 수립을 제
안했고,219) 같은 해 10월, 건국 이래 최초로 ‘주변 외교업무 좌담회(周边
外交工作座谈会)’를 개최하여 “친(亲), 성(诚), 혜(慧), 용(容)”의 네 가지

주변국 외교이념을 제시하면서 이웃국가 간의 ‘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
의식을 강조했다.220)
중국은 ‘운명공동체’가 신형국제관계의 최종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은 “현재 세계 각국은 상호의
존과 동고동락을 함께하고 있다.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계승하고 더
욱 발전시켜 협력과 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2017년 1월, 유
엔 제네바 본부에서 한 ‘인간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라는 강연을 통
해 국제사회가 더욱 합리적인 국제 신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인간운명공
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서구의 ‘제로섬게임’이나 ‘국
강필패(國强必覇)’가 아닌, 굴기의 길을 넘어서는 인류 운명공동체의 새
로운 세계질서관, 21세기를 위한 신형국제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
이라고 강조한다.221)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시한 주변국 외교이념과 국가관

219) 김흥규(2015), p. 3.
220)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2017. 7. 11), http://theory.people.com.cn/n1/
2017/0711/c40531-29396097.html(검색일: 2018. 10. 18).
221) 汪峰(2018), ｢新型国际关系: 核心ㆍ要求ㆍ基础ㆍ目标｣, pp.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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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단순히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실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사상을 투영한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책을 설계하는 과
정에서 중국 고대사상과 과거 조공체계 등 역사적 경험을 현대의 국제관
계이론과 결합하여 이론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중국 내
부에서는 고대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사상에
기반을 두고 국제정세를 해석하여 중국의 국가전략에 변용하고 있다.222)
설계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변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강약조절
을 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한발 물러서는 유연성 있는 전략을 실행
한다.223) 결국 중국은 현재 국력 상승에 기초해 자국의 권력을 설계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실패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안하
고 수정하며 국가역량을 충분히 집약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대외적으로
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국 네트워크 권력의 복합성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을 빌려 권력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최근 시진핑 정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의 하나가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이다.224) 정층설계의 핵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22) 대표적 중국학자인 베이징대학 예쯔청(叶自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외교사상｣과 ｢지정학 정치와 중
국외교뺸｣등의 저술을 발표했고, 칭화학파로 대변되는 옌쉐퉁(阎学通) 역시 중국 고대 ‘왕도패도’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이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오팅양(赵汀阳)의 ‘천하체계’와 친야칭
(秦亚青)의 ‘관계과정구성주의’ 등이 있다.
223) 김상규(2018), p. 145.
224) 정층설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공학 분야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2010년 열린 17차 5중 전회에서 12.5규획
이 통과될 때, 정층설계와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그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중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공공관리, 사회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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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225) 즉 당과 국
가의 지도방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시스템이 갖는 모순과 문제를 해
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의미한다.
중국은 방법론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된 방식을 고수
한다. 지도자(공산당)의 시대인식에 기초해 방법을 찾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주변국
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강대국과 국제체제 내에서의 경쟁을 시도하는 것이
라면, 결국 미국과의 패권경쟁 혹은 지역강대국으로서 역내 패권을 추구하
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의도가 미국을 대체
하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면, 미국이 보여준 일방주의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구성원
의 지지 여부로 결정되며, 국제사회의 지지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따라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능
력, 규칙제정권(rule-making), 세계적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세계적
규범과 가치의 생산능력, 소프트 파워 등은 필수적이다.226)
중국이 권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지도자의 의지가 아닌 중국이
가진 본연의 권력의지, 즉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의 정책구호와도 맞닿아 있다. 이는 분명 과거 중국이 누리던 권력을 되
찾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권력의 범위가 전 지구적인 차원인지, 즉 미
국이 점하는 패권의 지위인지, 아니면 지역패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로 단정짓기 매우 어렵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중국

225) 竹立家(2011), pp. 32~33.
226) 이동률(201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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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 역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이며, 중국이 추구하고 이루어
야 할 목표는 자국의 지위에 걸맞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주
장하는 강대국관계는 국제관계의 핵심 문제이고, 또한 신형국제관계의
핵심이다. 신형국제관계는 과거의 국제관계모델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
조하는 방안이고, 중국의 지혜가 들어간 ‘중국방안’임을 이야기한다는 점
에서227)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과 방향성을
내포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설계해나가는 권
력의 본모습이다.

표 4-7

전통 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 비교
모델

지표
주권 원칙

전통 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상호 평등

상호존중

가치 원칙

강권 정치

공평 정의

이익 원칙

승자 독식

협력 상호호혜적

관계 성질

우적 관계

동반자관계

자료: 赵可金, 史艳(2018), p. 42.

만약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면 미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지만, 미국
의 국력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는 만큼, 향후 국제규범 수립을 위한 공
세적인 전략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
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집행하고 있는 일대일로나 AIIB 등의 정책은 성패를 떠나

227) 赵可金, 史艳(201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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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편 만들기’의 관점에서 이미 중
국은 일정 부분 집합권력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한
중국방안의 하나인 ‘운명공동체’에 대해서는 회의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
다. ‘운명공동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외교적 수사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뜻을 살펴보면 중국의 다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운명’이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중국과의 관
계는 중국이 제시하는 신형국제관계의 의미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추구하는 전통적 사상과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공 체계의 관념이 적용된 ‘친, 성, 혜, 용’이라면, 이는 관계의 성
질 차원에서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이 주변국에 실행하는 정책집행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
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핵심 이
익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다.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비롯해 사드문제로 인한 국가안보, 일대일로 추
진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의 해결방식 등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분
석해보면, 운명공동체가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 한다면, 이를 통해 중국의 권력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면, 과거가 아
닌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제안을 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
는 정치경제질서의 각종 폐단을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中國特色), 지혜를
활용하여(中國智惠), 중국의 방안(中國方案)으로 자신 있게(中國自信) 해
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이 제시하는 방법론은 보편성은 차
치하고라도 자국 중심의, 검증되지 않은, 다분히 오만한 자신감의 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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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축적한 방식이 최선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국
은 물론 국제사회를 포괄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는 협의하고 합의한 후, 규칙을 만드는 조정과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중국이 설계하는 권력을 추구하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중국의 규범이나 규칙은 이해당사국
에 자발적 혹은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미국
의 일방주의적 행태와 차별화하기 힘든, 그래서 중국의 굴기가 위협론을
넘어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국제관계가 과연 중국의 의도와
행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는 중국 스스로 살펴보고
수사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 결과물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권력 네트워
크의 추구가 개별적인 형태가 아닌 단기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권력의 물리적 저항뿐 아니라 새로운 행위체의 심리적 저항 역시 강
한 반대급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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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비전통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고찰하는 본 장에
서는 우선 표준경쟁을 통해 미ㆍ중 네트워크 파워경쟁을 분석한다. 다음으
로 중국 일대일로의 일환인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집합권력, 위
치권력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서 어떠한 네트워크 파워를 구축 및 투사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미ㆍ중 표준경쟁
표준경쟁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들 간의 상호 작동성과 호환성
을 돕는 규칙이나 기준, 즉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벌이는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28) 네트워크 관점에서 표준경쟁은 집합권력, 위치권력,
설계권력의 게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준경쟁은 “자신이 제시하
는 표준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행위자들을 얼마나 많이 집합시킬 수 있느
냐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집합권력의 게임이다. 또한 “이질적(또는 동
질적) 단위들 사이에서 누가 더 원활한 상호작용과 호환의 다리를 놓아주
느냐의 경쟁”이라는 의미에서 위치권력의 게임이다. 그리고 표준경쟁은
“누가 네트워크상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구조와 질서를 설계하느냐의
경쟁”이기에 설계권력의 게임이기도 하다.229) 본 절은 표준경쟁이 지니
는 집합권력의 특성에 주목하나, 표준경쟁의 각 전략에 따라 위치권력 및
설계권력의 측면이 부각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미셸 칼롱(Michel Callon)의 번역에 대한 개념을 원용하여, 김상배는
표준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프레임 짜기 △끊고 맺기

228) 김상배(2012), p. 386.
229) 김상배(2012),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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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 모으기 △표준 세우기를 제시했다. 프레임 짜기는 기존에 표준으
로 작동하는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문제제기’
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표준으로부터 약한 고리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을 이탈시키고, 자신이 제시하는 표준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 새로운 단절과 연결의 과정에서 위치권력의 효율적인 행사가 매
우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전 단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들을 재
조직하여 새로운 표준을 따르는 행위자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집합권력의 행사가 주요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
는 새롭게 제시한 표준이 기존의 표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표준이 기존의 표준을 대체하면, 새로
운 표준을 제시한 행위자는 네트워크 기저에 깔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설계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표준경쟁의 네 단계 과정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뺷과
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뺸에서 제시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과 유사하다.230)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지 않고, 또한 매우 점진적인 과정이다. 또한 쿤에 따르면 과
학의 진보는 과학지식의 발전의 ‘누적’에 의해 추동되기보다는 ‘비연속
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표준경쟁은 기존의 질서를 운영하는
표준체계를 새로운 표준이 비연속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대체되는 혁명은 대체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패

230) 토마스 쿤(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Fourth Edition), pp. 77-91, 번역: 김명자,
홍성욱(2013), 『과학혁명의 구조』, pp, 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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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표준경쟁의 네 가지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또한 ‘프레임 짜기’와 같이 기존의 정상과학에 대한
변칙현상을 통해 새로운 과학이론을 제시한다고 해도, 기존의 패러다임
은 위기 상황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흡수하는 탄성(resilience)를 지니
고 있다. 결국 새로운 표준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대응은 매우 다양
한 양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기존 표준을 수
용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표준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231) 본 절은 이러한 변이(variance)를 염두에 두고 표준경쟁 전략의
네 단계에 따른 미ㆍ중 표준경쟁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프레임 짜기
미국을 중심으로 제정된 인터넷 표준은 ‘인터넷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데, 이에 대항하는 프레임으로 중국은 ‘인터넷 주권(网络主权, Internet
Sovereignty)’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주권은 그 실체가 확립된 개
념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책 형성 과정을 반영하듯 그 실체가 아직 특정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개념이다. 중국 내에서도 인터넷 주권의 정의
와 현실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 아직 수많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2015
년 12월 저장 우전(烏鎮)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유엔헌장｣이 수립한 주권평등원칙은 현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이며, 국가교류의 각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원칙과 정신 또한 인터
넷 공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했다.232) 시진핑 주석은 동시에 미국

231) 배영자(2011), p. 62.
232) ｢世界互联网大会: 习近平吁尊重“网络主权”｣(2015. 12. 16), https://www.bbc.com/zhongwen/s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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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와 기업들에 의해 초국경적으로 주도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에 반기를 들며, 개별 국가들이 선택한 인터넷 관리모델, 인터넷 공공정
책 등이 존중되어야 하며,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인터넷 주권’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과 인터넷 검열문제로 겪은 갈등을 사후적으로나마 정당화해주는
유효한 수단이 됐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사람 간의 연결이 국
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개별 국
가는 자국 경내의 인터넷에 대해 주권적 권한을 가지며, 외부의 간섭은
‘인터넷 패권(网络霸权)’으로 간주된다. 결국 2009년 7월 신장우르무치
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 이후, 위구르 독립운동가들이 페이스북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 접속을 차
단했다. 동일한 이유로 트위터, 스냅챗, 인스타그램, 유튜브, 핀터레스트,
레딧(Reddit)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역시 인터넷 만리장성(GFW: 放火
长城/The Great Firewall of China)에 의해 차단됐다.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의 트위터로 불리는 Sina
Weibo(新浪微博) 역시 사용자 실명 인증제로 전환하여 인터넷 감시기능
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은 물론 중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컴
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에
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 역시 PRISM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국내외 감시체

/world/2015/12/151216_world_internet_conference(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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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동하고 있다.233) 스노든이 폭로한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
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AOL, 스카이프, 애플 등 주요 IT 기업
들이 PRISM 프로그램에 협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34) PRISM 사례는
미국 역시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이용
하고 있는 것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중국이 ‘인터넷 주권’을 보
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인터넷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인터넷 주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자국 단독으로만 새로운 프레임을 주장한 것은 아니
다. 2011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UN에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를 제출
했다. 당시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의 디렉터에 따르
면, 이 제안서는 미국과 다수의 서구 국가들에 의해 강력하게 부정됐는
데, 그들은 이들의 노력이 “인터넷에서 정보유통에 대한 강력한 주권모델
과 잠재적으로 억압적인 정권에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235) 서구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위시한 상
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은 2015년 1월에 업데이트된 인터넷 행동규범을 다
시 UN에 제출했다.236)

233) “NSA Whistleblower Edward Snowden: Washington Snoopers are Criminals”(2014. 7. 1), https://
www.ibtimes.co.uk/nsa-whistleblower-edward-snowden-479709(검색일: 2019. 11. 19).
234) “NSA Prism Program Taps in to User Data of Apple, Google and Others”(2013. 6. 7), https://
www.theguardian.com/world/2013/jun/06/us-tech-giants-nsa-data(검색일: 2019. 11. 19).
235) Hitchens(2014), 재인용: Zeng, Stevens, and Chen(2017), p. 440.
236) “An Updated Draft of the Code of Conduct Distributed in the United Nations: What’s New?”
(2015), https://ccdcoe.org/incyder-articles/an-updated-draft-of-the-code-of-conduct-distrib
uted-in-the-united-nations-whats-new/(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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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에 대한 도전은 미약하나마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 세계 인터넷 도메인은 1998년부터 미국 상무부의 위
탁을 받은 켈리포니아의 비영리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해서 배정되고 관리됐다. 중
국을 비롯한 러시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관리되는 ICANN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영
어 중심의 도메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237) 2013년 스
노든 사건 이후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인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상의 검열 및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를 광범위하게 진행했
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16년 10월 미국정부가 ICANN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차단했다. 이는 기존 인터넷 질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성공적
인 도전으로 간주됐다.238)

나. 끊고 맺기
미국 주도의 ‘인터넷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인터넷 주권’의 제시를 통
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중국은 기존의 관계들에 대한 단절과 새로
운 연결을 통해 그 위치권력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
넷 이용자 수는 2018년 8억 명을 돌파했는데,239) [그림 5-1]은 2016년

237) 배영자(2011), p. 56.
238) “Cruz’s Claim that ICANN’s Transition Will Empower Foes to Censor the Internet”(2016. 9. 21),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wp/2016/09/21/cruzs-claim-that-icanns
-transition-will-empower-foes-to-censor-the-internet/?noredirect=on(검색일: 2019. 11. 27);
“Quietly, Symbolically, US Control of the Internet was just Ended”(2016. 3. 14), https://www.
theguardian.com/technology/2016/mar/14/icann-internet-control-domain-names-iana
(검색일: 2019. 11. 27).
239) “China Focus: China Has 802 Million Internet Users”(2018. 8. 20), http://www.xinhuanet.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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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전 세계 상위 10개국과 그 이용자 수를 보여준다. 중국은
2016년에 이미 2위인 인도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인터넷 이용자 수를 보
유하고 있었고,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2018년에 8억 명을 돌파했다.

그림 5-1

국가별 인터넷 이용자 수(2016년 기준)

자료: OWID based on World Bank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7),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
number-of-internet-users-by-country?tab=chart&time=2016&country=BRA+CHN+DEU+IND+IDN+JPN+
MEX+RUS+GBR+USA(검색일: 2019. 7. 1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사용환경과 단절하고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표 5-1]은 2019년 7월 현재 검색엔진 및 검색엔진 호스트의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와 중국 시장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이어서 이미 92.19%에
이르렀는데, 중국시장에서는 2.85%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glish/2018-08/21/c_137405424.htm(검색일: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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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시장에서 1.2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Baidu(百度)는
중국 내에서는 76.42%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검색엔진 호스트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시장에서 상위 6개 호스트는
모두 중국 검색엔진이 랭크됐다.

검색엔진 및 검색엔진 호스트 시장점유율(2019년 7월 기준)

표 5-1

(단위: %)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전 세계

검색엔진 호스트 시장점유율
중국

전 세계

중국

Google

92.19

Baidu

76.42

google.com

76.71

m.baidu.com

52.34

bing

2.61

Sogou

11.35

google.co.in

3.29

baidu.com

24.05

Yahoo!

1.85

Shenma

4.71

bing.com

2.58

sogou.com

8.23

Baidu

1.21

Google

2.85

google.co.uk

1.39

so.m.sm.cn
(Shema)

2.45

YANDEX RU

0.55

Haosou

2.4

r.search.
yahoo.com

0.95

google.com

2.15

DuckDuckGo

0.54

bing

2.06

m.baidu.com

0.83

so.com
(Haosou)

2.11

자료: Statcounter GlobalStats, Browser Market Share Worldwide DB, https://gs.statcounter.com/(검색일: 2019.
7. 11) 바탕으로 재구성.

2010년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 후 중국 인터넷은 중국기업을 중심으
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검색엔진은 Baidu와
Sogou(搜狗)가,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는 Sina Weibo(微博)가,
동영상은 youku(优酷)와 Baidu에서 운영하는 iQIYI(愛奇藝), bilibili(哔
哩哔哩) 등이 주요 기업으로 등장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순위를 기록

하는 socialblade.com의 순위를 보면, 50위 안에 랭크된 유튜버 중 중
국인은 없다. 8억 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와 전 세계 안드로이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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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240) 인터넷 사용에서 중국
의 인터넷 생태계는 이제 미국 주도의 플랫폼과 절연되어 독립된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절연함과
동시에, 중국의 IT 기업들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일대일로
와 보조를 맞추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신흥시장과 적극적으로 관
계 맺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대일로는 고속철도, 항만 건설
등을 통해 역내국가들의 인프라 연결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지만, 앞으로
는 E-governance 등과 같은 새로운 표준 등을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확
대되는 추세이다. 중국 내에서 동남아시아 연구의 중추인 윈난(云南)성
사회과학원 연구진들의 경우,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알
리페이(支付宝,Alipay)로 결제한 경험들을 근거로 법적인(du jure) 표준
보다는 실제적인(de facto) 중국 주도의 결제 표준 등이 일대일로 역내국
가들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주장했다.241)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
챗페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온라인 결제업체들에 대한 지분투자를 강화하
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영향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242) 그러나 2018년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에서 중국 온라인 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베트남
정부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이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 등록된 단말기로 결제 처리되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결제와 같은 신흥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240) ｢구글, 중국 철수 8년만에 검색ㆍ클라우드 재진출 도전｣(2018. 8. 6), http://it.chosun.com/site/data/
html_dir/2018/08/06/2018080602004.html(검색일: 2019. 11. 10).
241) 중국 윈난 사회과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9. 1. 23, 중국 쿤밍시).
242) ｢中 알리페이, 동남아 진출 욕심… 태국 결제업체 지분 인수｣(2016. 6. 20), https://www.yna.co.kr/view/
AKR20160620132800009(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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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법적인 표준화 전에 신흥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미 실질적
인 운영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술적 표준화를 통한
확장에 선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확장은 개별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다. 내 편 모으기
미국 주도의 인터넷 질서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2014년부터 저장(浙江)성 우전(乌镇)에서 세계
인터넷대회(世界互联网大会, Wuzhen Summit)를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
다. [표 5-2]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세계인터넷대회의 대략적인 개최
일정과 회의의 주요 의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회의의 주요 어젠다
는 초기 인터넷 기술 및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들을 중심으
로 논의되다가, 사물인터넷, 5G,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의로 외연을 확장하고, 거버넌스와 규범
등의 이념적인 문제까지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17년 4회 대회에서는 ｢세계 인터넷발전보고 2017｣과 ｢중국
인터넷발전보고 2017｣ 청서를 발표하면서, 우전에서 벌어지는 세계인터
넷대회가 전 세계적인 인터넷 기술 및 거버넌스 표준 설정의 주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43)

243) ｢세계인터넷대회, 첫 “세계인터넷발전보고 2017”과 “중국 인터넷발전보고 2017” 청서 발표｣(2017.
12. 5), http://korean.cri.cn/1620/2017/12/05/1s252053.htm(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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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세계인터넷대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

의제

제1회

2014년 11월

인터넷 인프라 건설, 인터넷 경제발전, 인터넷 기술협력 공유, 인터넷 안전보장

제2회

2015년 12월

인터넷 인프라 건설, 인터넷 문화교류, 인터넷 경제발전,
인터넷 보안안전,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제3회

2016년 11월

혁신, 인터넷 공간 법치, 인터넷 보안안전, 인공지능

제4회

2017년 12월

디지털 이코노미, 첨단 기술, 인터넷과 사회,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

제5회

2018년 11월

핀테크, 인터넷을 통한 자선사업 및 빈곤퇴치,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혁신, 사이버 테러리즘,
디지털 실크로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디지털 디바이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 5G

자료: CSF중국전문가포럼, ｢제3회 세계인터넷대회 개최를 통해 본 중국의 인터넷 산업｣(2016. 11. 30), http://csf.kiep.go.kr/
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0726(검색일: 2019. 11. 23) 및 World Internet Conference, http://www.
wuzhenwic.org/index.html(검색일: 2019. 11. 1)를 바탕으로 내용 정리.

인터넷세계대회를 통해 인터넷 표준을 세우고 자기편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17년 4회 대회에서 “한 외교관은
중국정부가 인터넷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사이버 슈퍼강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 찬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
적했다”며 홍콩의 뺷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뺸가 보도했다.244) 대회 참
가기업들은 또한 가상사설망(VPN) 단속, 외국 언론 및 사회관계망 사이
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카엘 클라우
스 주중 독일 대사 역시 사이버 강국이 되길 원하면서, 오히려 온라인상
에서 국경간 소통을 차단하는 중국정부의 행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중국의 노력은 세계인터넷대회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담론 차원
에서의 내 편 모으기에 그치지 않고, 일대일로와 국제표준을 연동하여 일
대일로 역내국가들을 중국식 표준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시

244) ｢‘공격받은’ 中세계인터넷대회… “인터넷 접근차단ㆍVPN 단속말라”｣(2017. 12. 6), https://www.yna.
co.kr/view/AKR20171206109700097(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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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대일로와 표준 구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표
준 연통(联通) ‘일대일로’ 행동계획, 2015-2017｣245)과 ｢표준 연통(联通)
을 통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 행동계획, 2018-2020｣246)을 연속해서 발
표하면서, 일대일로 역내국가들에서의 표준 설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행동계획은 일대일로가 단순히 인프라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의 연선(沿線)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표준체계가 동
시에 수출(‘走出去’)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와 국가표준위원회가 공동으로 영도소조를 구성하여 행동계획의
구체적 집행을 주도하도록 명문화했다.

라. 표준 세우기
중국의 표준 수출(走出去)을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 절에서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5G를 사례로 관련 기술의
표준 설정을 위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5-3]은 현재 세계적 범위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용 및 개발 현황을 정리한 것
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은 군사 및 민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민군겸용기
술(dual-use technology)인데, 현재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러시아의 GLONASS(Global Orbiting Navigation Satellite
System)만 상업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이 운영하는 GPS 시스템은 군

245) ｢我国发布《标准联通“一带一路”行动计划(2015-2017)》｣(2015. 10. 22), http://www.gov.cn/xinwen
/2015-10/22/content_2952067.htm(검색일: 2019. 11. 15).
246) ｢标准联通共建“一带一路”行动计划(2018-2020年)｣(2018. 1. 11), https://www.yidaiyilu.gov.cn/zchj
/qwfb/43480.htm(검색일: 2019. 11. 15).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 159

사용과 민간용이 상이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별도의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서 군사용의 경우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접근이 허용된다. 탄도미사일
등과 같이 군사용 위성항법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전쟁 등과 같은
유사 상황 발생 시에는 민수용 GPS마저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러시
아, EU,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위성항법장치를 구축하
고 있다. EU의 갈릴레오(Galileo)는 2019년에, 중국의 베이더우(北斗)는
2020년에 각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베이더우는 2018년 현재
중국 및 일대일로 주변국가에 기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 해에 베이더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위성 18기를 발사하여,
총 35기의 인공위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31기의 인공
위성을 운영하는 GPS 시스템보다 더 많은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러시아의 글로나스는 24기,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는 22기, 일본의 준텐
초는 4기, 인도의 IRNSS는 6기의 인공위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247) 또
한 파키스탄, 태국, ASEAN, UAE 등과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며 표
준을 확산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 이외의 국가 중 첫 번째로 GPS에 대
한 의존을 끊고 베이더우 시스템으로 전환한 국가가 됐다.248)

247) ｢北斗卫星数量已超过GPS！北斗海外覆盖率有多高？大部分国家已超过GPS｣(2019. 8. 21), http://
m.openpcba.com/web/contents/get?id=3769&tid=15(검색일: 2019. 11. 20).
248) “China’s BeiDou Navigation Satellite, Rival to US GPS, Starts Global Services”(2018. 12. 27), https://
www.livemint.com/Technology/9rkTgLBMCHVottY3rP636J/Chinas-BeiDou-navigation
-satellite-rival-to-US-GPS-starts.html(검색일: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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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운용 및 개발 현황
명칭

운용국

운영시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미국

1994년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EU)

비고
ㆍ 시스템 유지에 최고 24개 위성 필요

ㆍ 시스템 붕괴로 중단, 2009년 재개
ㆍ 2011년 10월 24개의 위성(시스템 운용)으로 시스템 구축
1995년,
완료 및 서비스 시작, 24기를 제외한 4기는 예비용
2011년
ㆍ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된 위성 교체 위해 13기의
글로나스-M, 22기의 글로나스-K 발사 예정
2014년

ㆍ 2005년부터 한국 참여, 2011년 10월 21일 첫 발사
ㆍ 2014년 24개의 위성 발사로 서비스 가동
ㆍ 2019년까지 30개 위성 구축

베이더우(北斗)

중국

2012년

ㆍ 2012년 12월 27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 가동
ㆍ 2014년 11월에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첫 국제기구
인가 획득
ㆍ 2016년 12월 현재까지 23개 위성 발사 성공
ㆍ 2018년 12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시범 서비스 제공249)
ㆍ 2020년까지 35개 위성 구축 예정

준텐초
(準天頂)

일본

2014년

ㆍ 2010년 9월 11일 첫 위성 발사 성공, 이후 3대의 위성으로
일본 내 우선 서비스
ㆍ 6∼7기 위성으로 독자시스템 구축 예정

IRNSS(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도

2013년

ㆍ 인도 내 우선서비스

자료: 홍성범(2017), p. 4.

5G는 4세대 LTE보다 전송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초당 최고 20기가비
트(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기반
으로 통신 이외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IoT), 디지털금융, 원격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마케팅용으로 5G
라는 용어가 통칭되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통신국(ITU-R)에서는
202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IMT-2020’을 정식 명칭으로 결정했다.

249) “The BDS-3 Preliminary System Is Completed to Provide Global Services”(2018. 12. 27), http://en.
beidou.gov.cn/WHATSNEWS/201812/t20181227_16837.html(검색일: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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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및 장비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약진했으나,
3G, 4G 기술표준을 장악하지 못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4G 산업 육성
에 집중하고 있었던 2013년부터 5G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적으로 가동했다. [표 5-4]에서 제시한 일련의 5G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
국기업들의 5G 기술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이는 미국정부에 커다
란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뺷뉴욕타임스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한
5G 기술 추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유화된 형태의 연
방 5G 회사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다.250) 또한 2018년 싱가포르 화교자
본에 인수된 브로드컴이 미국 무선통신 칩회사인 퀄컴을 1,600억 달러
(약 171조 원)에 인수하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
령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기업 간 인수합병을 저지했다. 행정명령
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차지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할 수 있는 위
협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251) 미 재무
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의견서를 통해 브로드컴의 인
수합병은 중국이 5G 표준 제정에서 ‘우월적 지위(dominance)’를 가지
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의견서는 또한 중국의 5G 특허 건수와 증가하는 R&D 투자액을 근
거로 중국기업들이 표준제정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252)

250) “Should Trump Nationalize a 5G Network?”(2018. 1. 31), https://www.nytimes.com/2018
/01/31/opinion/nationalize-5g-network.html(검색일: 2019. 11. 13).
251) ｢트럼프 “퀄컴, 중국계에 못넘긴다” 171조 원 M&A 제동｣(2018. 3. 14),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0281.html(검색일: 2019. 11. 30).
252) Greenbaum(2018. 7. 3), “5G, Standard-Setting, and National Security,” https://harvardnsj.org/
2018/07/5g-standard-setting-and-national-security/#_ftnref5(검색일: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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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국정부의 주요 5G 육성정책

연도

정책

주요 내용

2013

IMT-2020 프로젝트 조직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의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 및 민관학계 등으로 구성된
5G 상용화 TF 조직 발족

2015

｢중국제조 2025｣

5G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추진

2016

국무원, ｢13ㆍ5국가 전략성 신흥 산업 발전 계획｣

5G 이동통신산업을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지정하고,
5G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2016

공업신신화부, 5G 주파수 시험운용 허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티콤 등
3대 이동통신사에 5G 중저(中低)대역 주파수의
시험 운용을 허가

2018

중앙경제공작회의

5G 상용화에 대한 투자 강조

자료: 조은교(2019), p. 2.

미국의 중국 5G 산업 성장에 대한 견제는 점점 격화되어, 2018년 12
월 1일에는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화
웨이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
기도 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제한 목록(entity list) 기업 명단에 올렸다.253) 또한 2019
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를 주목표로 자국 회사들이 외국 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254) 이 행정명령 서명 이전에 미국정부는 자국의 공공기관 및 동맹국
정부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 요청을 보낸 바 있다.
5G 산업은 중국정부의 지원과 중국기업들의 기술혁신 속에 미국과 중

253) ｢美상무부 “화웨이, 제재대상으로 취급” 지시｣(2019. 7. 3), https://www.yna.co.kr/view/AKR201907
03130100009(검색일: 2019. 11. 12).
254)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외국 정보통신 기술 사용 금지’｣(2019. 5. 16), https://www.bbc.com/
korean/news-48263108(검색일: 201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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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심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정부
와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 기술표준 설정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을 미국정부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5G는 최근 진행되는 미ㆍ중 무역분쟁
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인터넷 공간과 집합권력 구축
이상과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표준경쟁
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2015년 우전에서 개최된 세계인
터넷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인터넷 주권’은 ‘인터넷 자유주의’
로 대변되는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
다.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적인 기술 특성을 배경으로 미국의 구글과 같은
기업이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2%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개발도
상국들의 대부분이 최소한 자국의 경내에서만이라도 거대한 다국적기업
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국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들의 인터넷 관리모델 및 공공정책에 대한 존중과 글로벌 인터
넷 거버넌스에 대한 평등한 참가를 촉구하는 ‘인터넷 주권’은 인터넷 공
간에서 기술적 절대열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끊고 맺기’ 단계에서도 중국은 스스로의 위치권력을 극대화하
기 위해, 자국 시장을 미국 주도 기업들로부터 절연하여 독자적인 인터
넷 생태계를 구축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시장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경
쟁력을 확보한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제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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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표준화에 선행하여 실질적인 운영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
나 2018년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에서 중국 온라인 결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 예에서 보듯이, 기술 및 제도적 표준이 전제되지 않은 표준의 확
장은 인접 개발도상국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셋째, ‘내 편 모으기’ 단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집합권력이 구축되는데,
중국은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저장성 우전에서 세계인터넷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인터넷세계대회가 이념상 동지들을 규합하는 모임이라면, 현
실적인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표준을 수출하기 위해 일대일로와 표준 수
출을 연결하는 행동 강령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 및 집행하고 있다.
넷째, ‘표준 세우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표준을 대체할 경우 설계권력
의 이점을 누리게 되는데, 위성항법시스템은 미국 중심의 GPS를 대체하
여 중국 및 파키스탄 같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새로운 위성항법표준
으로 시험 작동되고 있다. 이에 반해 5G 기술표준은 아직 확립단계인데,
중국의 정부 및 기업들이 표준 제정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5G 기술이 앞으로 가져올 경제적 부가가치와 군사안보적 영향력은 결국
미국의 직접적인 견제를 불러왔고, 미ㆍ중 양국간에 진행되는 무역전쟁
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됐다. 중국이 인터넷 공간의 표준을 설계하여 이
익을 얻게 되는 설계권력의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프레임
을 짜고 ‘끊고 맺기’의 과정을 거쳐 현재 ‘내 편 모으기’를 통해 집합권력
을 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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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가.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
네트워크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전략은 집합권
력과 설계권력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응하고, 자국이 설계하는 이니셔티브를 받아들
이는 행위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집합권력
의 성격을 띤다. 또한 “일대일로라는 네트워크의 규칙(rule)에 해당하는
구조와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설계권력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에 본 절은 일대일로 건설이 갖는 설계권력의 특성에 주
로 주목하지만, 집합권력의 성격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일대일로 건설은 시진핑 정부가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국가급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한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중국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유럽 등 71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 세계 전체 인구의 약 63%(약 44억 명)를
포괄하고 있어255) 중국이 자기편을 모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배경에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모두 존
재하지만,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본고에서는 외부요인을 중심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255) Knight Frank Research(2018), p. 6; 한국해로연구회(2019),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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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국가들에 경제적 이익
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을 약화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
을 통해 중국의 세력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중국에 대한 이러한 미
국의 공세적 태도는 2010년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1년 오바
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ㆍ외교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고 선언했다.256) 이후 오바마 2기
정부는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정책(rebalancing)’을 본격 추진하며 중
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우
방국들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중
국과 분쟁이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남중국해 영
토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도 획득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이겨내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
서를 만들기 위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설계했다. 중국이 세력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의 핵심은 ‘돈’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
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매력공세 외
교’를 펼치고 있다. 2013∼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금융 분야 제외)는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3% 수준이다(표 5-5 참고).257)

256)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Pivot to Asia’가 봉쇄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학계 및 국제관계 분
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Clinton
2011, pp. 53-56).
257) 양평섭 외(2018), p. 44.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 167

표 5-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단위: 억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금액
(OFDI 대비 비중)

131.7
(12.2%)

144.6
(11.7%)

189.3
(13.0%)

153.4
(7.8%)

143.6
(!2.0%)

자료: 양평섭 외(2018), p. 45.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대규모 자금이동은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중국
인민은행장 이강(易纲)에 따르면 중국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돈은 4,40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 관련 기업에
투자된 융자는 5,000억 위안을 상회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발행한 채권규모는 650억 위안을 넘는다.258)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
고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내용은 일대일로를 설계권력의 측면
에서 바라보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자금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매력 공세 외교는 주변 신흥국들에서 우선
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신흥국들에 큰 기회를 제
공한다. 가령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간접
자본 확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259) 또한 러시아 주도의 역내
경제권 통합(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유라시아연합(EAU: Euransian
Union) 등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구소련 회귀전략을 일정
258) 2019년 현재 11개 중국계 은행이 28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76개의 지점을 설립했고, 22개 일대일로 연
선국가의 50개 은행이 중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中国人民银行行长易纲: 中国金融机构为“一
带一路”建设提供资金超过4400亿美元｣(2019. 4. 25), http://www.ceweekly.cn/2019/0425/255782.
shtml, 검색일: 2019. 9. 5).
259) 주장환(2010),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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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을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유라시
아경제연합(EAEU)의 경우 이미 2015년에 출범하여 중앙아시아 국가 중
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우즈베키스
탄 등은 아직 가입 여부를 보류 중이다.

그림 5-2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자료: 양평섭 외(2018), p. 124.

중국 서부 지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 주도로 경제권 통합체에 이어 정치적 통합체까지 설립되는 것은 중국
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
대를 통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세력을 소집하고자 [표 5-6]과 같이 일대일로 관련 경제협력사업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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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앙아시아 내 중국 일대일로 사업 현황

국가명

사업 내용
PVC 생산설비 구축 등 대형 화공사업

우즈베키스탄

중국 공상은행이 우즈벡 농촌개발은행. 아그로방크와 일대일로 금융협력 기본협정 체결
철도 인프라 구축, 중앙아시아 최장 터널 건설
우즈벡 평성 공업단지 건설
중국ㆍ카자흐스탄 물류 서비스체계 구축,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중국ㆍ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설립(20억 달러 규모)
악타우 석유화학 공장 건설
악토가이 동광 제련소 건설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물류특구, 국제국경협력센터 건설
천연가스 유전 공동개발
아스타나 공항 경전철 건설
키르기스스탄 최대 에너지 협력사업,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 원형도로 건설
농업 산업단지 건설

타자키스탄

중국ㆍ타카키스탄 공업단지 공동 건설
중국수출입은행이 타자키스탄 알류미늄 공장 현대화에 8,800만 달러 지원

투르크메니스탄

아무다리야 천연가스 개발사업
울란바토르 신공항도로 건설사업

몽골

울란바토르ㆍ만달고비 간 송전선 건설사업
울란바토르 툴(Tuul)강 교량 건설사업

자료: 양평섭 외(2018), p. 52, p. 138, p. 146.

또한 중ㆍ동부 유럽도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1월 중ㆍ동부유럽 16개국과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
서를 체결했고, 중국개발은행이 개발정책 협력자금으로 20억 유로를 투
자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260) 중국과

260) ｢중동부 유럽 휩쓰는 차이나 머니｣(2017. 11. 3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
=5829074(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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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동부유럽 16개국은 일대일로 관련 사업으로 헝가리ㆍ세르비아 고속
철도 건설, 크로아티아 해상대교 건설, 몬테네그로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이며, 그 밖에 세르비아 화력발전소,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석탄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농업,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고 있다. 2017년 중국과 중ㆍ동부유럽 16개국의 무역액은 동기대비
약 16% 성장했고,261) 2018년에도 무역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822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2019년 4월에 개최된 ‘16+1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신규로
참여하게 되어 ‘17+1’로 외연이 확대됐고, 2019년 현재 중국의 중ㆍ동부
유럽 투자액은 누적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262)

그림 5-3

중ㆍ동부 유럽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자료: ｢중동부 유럽 휩쓰는 차이나 머니｣(2017. 11. 3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29074
(검색일: 2019. 8. 8).

261) ｢“16+1合作”深化中欧贸易:去年进出口额增长15.9%｣(2018. 7. 5), https://www.thepaper.cn/news
Detail_forward_2241223(검색일: 2019. 8. 8).
262) ｢商务部: 中国企业在中东欧国家投资已逾100亿美元｣(2019. 5. 30), https://baijiahao.baidu.com/s?id=
1634920656669449043&wfr=spider&for=pc(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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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FDI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등의
경우 실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2016년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손
을 들어줬을 당시263) 미국, 일본 등은 중국에 국제법을 존중하라는 성명
을 발표했지만, EU는 헝가리, 그리스 등의 반대로 중국을 직접 거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없었다.
한편 중국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도 일대일로 협력관
계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는 G7 회원국 중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 건설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양국은 이탈리아 북동부 트리에스테항과 북서
부 제노바항 등 항만 개발협력과 에너지, 관광, 항공우주, 교육, 문화ㆍ관
광, 농업 등 29개 분야에서 25억 유로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264)
특히 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횡단 교통망(TEN-T)과 일대일로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1차 중ㆍEU 정상회의에
서는 중국과 EU가 일대일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
의했다. 중국은 유럽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을 약속하면서 EU 집행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EU가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의 틀 안으로 완전히 편
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은 중국
의 EU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

263) 한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던 필리핀은 두테르트 정부 들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과 유전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한국해로연구회 2019, p. 52).
264) 강수정(201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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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접근이 유럽 내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EU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특히 인프라 사업 등 중국의 대규모 자본
투자는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용
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265) 2018년 중ㆍ일 수교 40주년을 기점
으로 중ㆍ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본 내부에서 활
발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최초로 일대일로 전문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특히 2018년 10월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
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266) 이는 일본사회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
향력 또는 네트워크 확장세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중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공식
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신경 쓰기 때문에 향후에
도 이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일본은 겉으
로 일대일로 참여를 천명한 바는 없으나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 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도 추진 중이며, 특히 에너지, 환경 분야를 중심
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꾀하고 있다.267) 물론 일본 내에는 중국 일대일로
에 대해 크게 경계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의 네트워크 확장을 견제하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이 미국과 공조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일대
일로의 주요 루트인 동남아시아, 인도ㆍ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
265) 일본 게이오대 현대중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9. 10. 17, 일본 도쿄).
266) 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관계자 인터뷰(2019. 10. 16, 일본 도쿄).
267) 일본 일대일로 일본연구센터 관계자 인터뷰(2019. 10. 15, 일본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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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더욱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일본ㆍ호주ㆍ인도ㆍ미국 협력체제(Quad 연대)’를 적극 지원하여 동맹 네
트워크를 창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268) 이렇듯 일본은 중국이 설계한 새
로운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존 국제질서의 기득권 세력으
로서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여 기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나. 중국의 에너지 현황과 네트워크의 필요성
다음으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중국의 에너지 네트워크 전략을 살펴
봄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중국이 어떻 네트워크 권력을 구축 및 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2010년 미국을 제치
고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특히 에너지 수요에서 생산량
과 소비량의 격차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매 10년을 기준으
로 5~10%p씩 증가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높은 비중(약
22~23%)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69)
표 5-7

지역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mboe/d, %)

구분

수요

증가율

전 세계 점유율

2015

2020

2030

2040

2015~40

2015

2020

2030

2040

OECD

110.0

113.5

113.6

112.0

0.1

39.9

38.0

33.5

30.1

DCs

143.8

161.5

199.9

231.7

1.9

52.1

54.2

58.9

62.4

China

62.7

69.0

79.7

84.9

1.2

22.7

23.1

23.5

22.9
10.7

India

16.8

20.6

30.4

39.7

3.5

6.1

6.9

9.0

Eurasia

22.2

23.3

25.9

27.8

0.9

8.0

7.8

7.6

7.5

total

276.0

298.8

339.4

371.6

1.2

100

100

100

100

자료: OPEC(2017), p. 263.

268) Tokuchi(2018), p. 12.
269) OPEC(2017),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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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변화 추이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 년 호 data(검색일: 2019. 11. 2)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또한 중국은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과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며, 2019년에는 전 세계 최대 LNG 수입
국이 됐다. 석유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량이 1억 6,000만
톤에서 최대 2억 1,300만 톤으로 5,000만 톤 증가한 데 반해 표관소비
량(생산량+순수입량)은 같은 기간 2억 2,500만 톤에서 5억 8,800만 톤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0년 27.9%에 불과했던 석유의
대외의존도는 2015년 60%대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70.9%까지 상승
했다.270) 천연가스의 양상도 유사하다. 2008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
던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는 2018년 45.3%까지 상승했다.271) 특히
2010년대 초반 PNG의 수입 증가로 한동안 LNG와 PNG의 수입이 비슷
한 상황이 유지됐지만 이후 LNG의 수입이 증가하며 천연가스의 대외의

270) 中國石油集團經濟技術研究院(2019), p. 37.
271) 中國石油集團經濟技術研究院(2019),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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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 추이

자료: 「油价顶破70美元，石油最坏的日子熬出头了？」(2018. 1. 16), https://www.sohu.com/a/217103208_182865
(검색일: 2019. 10. 12).

존도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그림 5-6 참고). 이에 중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오만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10대 수
입국이 전체 수입에서 약 82.1%의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5-7 참고).272)
이와 함께 중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LNG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에서 PNG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PNG의 경우 주요 수입국이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
만 원유와 LNG 수입국은 중동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5-8, 그림 5-9 참고).

272) 山東氣庫電子信息科技有限公司(2018),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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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국의 천연가스 대외의존도 추이

자료: 中國石油集團經濟技術研究院(2019), p. 69.

그림 5-7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가(2018년)

자료: 「中美贸易纠纷未停原油大跌近3% 份额硝烟再起中国市场人人抢」(2018. 4. 4), https://www.sohu.com/a/227237
882_390843(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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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중국의 주요 LNG 수입국가(2018년)

자료: 中國石油集團經濟技術研究院(2019), p. 71.

그림 5-9

중국의 주요 PNG 수입국가(2018년)

자료: 中國石油集團經濟技術研究院(2019).

중국은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지만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전력도 많
이 소비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994T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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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9,500TWh의 전력을 소
비할 것으로 전망된다.273) 또한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
의 최적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현재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이 70%에 이르지만
2040년에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74)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은 선진국들과 에너지 관련 기술 교류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석탄,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체적인 매장량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일정한 생산을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발전
으로 인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화석에너지, 비화석에너지
를 망라하는 에너지 관련 네트워크를 맺어왔다.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거대한 물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기술 개발과 협력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노드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증대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중심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적어도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나 부문별로는 신재
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질
서를 논할 수 없는 위상을 확립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이러한 지역과 분야
에서 소위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제하는 힘, 즉 에너지 분야에서 위치권력
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역과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

273) 中國電力企業聯合會(2018), p. 11.
274) IEA(2018),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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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신재생에너지를 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원자력까지
더욱 광범위한 지역과 분야에서 강력한 위치권력을 갖기 위해 중국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8

중국의 발전량 및 발전설비용량(2018년)
발전량

발전설비용량

신규 발전설비용량

구분

총량
(억 kWh)

동기대비
증가율(%)

총량
(만 kW)

동기대비
증가율(%)

총량
(만 kW)

동기대비
증가율(%)

총계

69,940

8.4

189,967

6.5

12,439

-4.6

수력

12,329

3.2

35,226

2.5

854

-33.7

화력

49,231

7.3

114,367

3.0

4,119

-7.5

원자력

2,944

18.6

4,466

24.7

884

306.3

풍력

3,660

20.2

18,426

12.4

2,100

20.3

태양광

1,775

50.8

17,463

33.9

4,473

-16.2

자료: 中國電力企業聯合會(2018), p. 42.

그림 5-10

전력믹스 변화 전망(2017~40년)

자료: IEA(2018),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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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금까지 중국은 에너지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권력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왔다. 하나는 양자 네
트워크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네트워크 구축이다. 양자 네트워크의
구축은 동반자관계의 체결과 양자 대화 메커니즘의 운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자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진입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
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중국 스스로가 새로운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양자 네트워크 구축의 대표적인 방법은 동반자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90여 개 국가 및 지역(지역협력체 포함)과
15개 정도의 다양한 동반자관계를 체결했다.
예를 들어 동반자관계의 최상위관계에 해당하는 전면적 전략적 협업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과 에너지협력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원유의 1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가스관 건설
및 LNG 협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 특히 중국이 2021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부유식 해상원전 건설협력도 진행되고 있다.275) 전천후 전
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파키스탄과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핵보유국이며 파키스탄은 중국이 최초로

275) 2010년 9월, 중국국가원자능기구(國家原子能機構, CAEA)는 러시아와 부유식 해상원전 등 7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로사톰 오버시(Rusatom Overseas)는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
아가 6기의 부유식 원전을 공동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俄原子能公司旗下企
业计划为中国浮动核电站生产核燃料｣(2014. 8. 21), https://news.sina.com.cn/w/2014-08-21/1422
30722478.shtml, 검색일: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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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국의 동반자관계 체결 현황
(단위: 건)
관계

체결 건수

전면적 전략적 협업 동반자관계
(全面戰略協作伙伴關係)

국가 및 지역협력체

1

러시아(2011)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全天候戰略合作伙伴關係)

1

파키스탄(2015)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全面戰略合作伙伴關係)

11

베트남(2013) 등 동남아 5개국
콩코(2016) 등 아프리카 6개국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全面戰略伙伴關係)

34

EU(2014), 영국(2000) 등 유럽 11개국
브라질(2015) 등 북ㆍ중미, 남미 7개국
남아공(2006) 등 아프리카 3개국
호주(2014)등 오세아니아 2개국
아시아 10개국(동남아 2, 중동 3, 중앙아 4, 동북아 1)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관계
(全方位戰略伙伴關係)

1

독일(2014)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戰略合作伙伴關係)

5

한국(2014), 아프가니스탄(2012), 인도(2014), 스리랑카(2014),
브루나이(2018)

전략적 동반자관계
(戰略伙伴關係)

16

ASEAN(2003), AU(2014), 앙골라(2010), 모로코(2016),
지부티(2017), 수단(2015), 요르단(2005), 투르크메니스탄(2013),
카타르(2014), 아일랜드(2014), 체코(2016), 우크라이나(2013),
나이지리아(2005), 캐나다(2005),

전방위 협력 동반자관계
(全方位合作伙伴關係)

2

벨기에(2014), 싱가포르(2015)

미래지향 전면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面向未來的全面友好伙伴關係)

1

몰디브(2014)

전면적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全面友好合作伙伴關係)

2

불가리아(2014), 루마니아(2014),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全面合作伙伴關係)

11

CELAC(2014), 탄자니아(2014), 에티오피아(2014), 케냐(2013),
상투메 프린시페(2017), 네팔(2009), 방글라데시(2014),
동티모르(2014), 크로아티아(2015), 네덜란드(2014),

우호적 동반자관계
(友好伙伴關係)

1

자메이카(2005)

우호적 전략 동반자관계
(友好戰略伙伴關係)

1

오스트리아(2018)

중요한 협력 동반자관계
(重要合作伙伴關係)

1

피지(2006)

미래지향 신형 협력 동반자관계
(面向未來的新型合作伙伴關係)

1

핀란드(2013)

혁신적 전면적 동반자관계
(創新全面伙伴關係)

1

이스라엘(2017)

혁신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創新戰略伙伴關係)

1

스위스(2016)

전략적 호혜관계
(戰略互惠關係)

1

일본(2008)

자료: 중국외교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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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수출한 국가이다. 안보상 중요한 원전기술교류와 에너지협력을
병행한 것이다. 또한 2015년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
랑(CPEC) 조성을 통해 과다르항을 43년간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과다르항에서 신장 지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석유 및 가
스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276)
전통적 우방국이 아닌 UAE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
다. UAE는 친미, 친서방 노선의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군사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이
자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한 국가이며 AIIB의 창립 회원국이기
도 하다. 중국은 2018년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UAE를 방문한 것을 계기
로 UAE와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미ㆍ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GCC(Gulf Cooperation Council)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UAE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UAE 정부가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우려
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UAE에 진출해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력발전 협력 등을 진행해왔다.277)

276)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하는 원유의 80%를 말라카해협을 경유하는 1만 4,490㎞의 해상로를 통해 운송한 데 반해,
과다르항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운송거리를 2,000㎞로 단축했다(｢中国获租巴基斯坦瓜达尔港2000亩土地
为期43年｣(2015. 9. 9), http://news.ifeng.com/a/20150909/44612924_0.shtml, 검색일: 2019. 8. 1).
277) 2015년 Vanke와 UAE 마스다르(Masdar)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
로, 다수의 중국기업이 태양광 패널의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UAE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MoU signed for China Vanke project in Masdar City”(2015. 12. 15), https://www.arabianindustry.
com/construction/news/2015/dec/15/mou-signed-for-china-vanke-project-in-masdar-city5237921/, 검색일: 2019. 8. 10). 2019년 가동을 시작한 ‘누르(빛) 아부다비’ 태양광 발전소도 아부다비전
력회사 징코솔라, 일본 마루베니가 합자해 설립한 회사가 수주해 건설한 발전소이다(“UAE powers on Noor
Abu Dhabi, the world’s largest solar project”(2019. 7. 1), https://www.techspot.com/news/80740uae-powers-noor-abu-dhabi-world-largest-solar.html, 검색일: 201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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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AE가 GCC 전력망 연계(UAE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
비아,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이 그리드를 연계)의 핵심 국가라는 점에서
UAE와의 협력은 중국이 중동에서 글로벌 에너지연계(GEI) 구상을 추진
하기 위한 사전협력의 차원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반자관계는 안보적ㆍ경제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 생산국과는 일정한 동반자관계를 수
립하여 우호관계를 형성한 후, 점차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로 나아가는 형
태를 취한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
리카 등지의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동반자관계를 격상하며 에너지 네트
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중국의 또 다른 양자 네트워크 방법은 대화 메커니즘의 운용이다. 먼
저 중국은 미국과 2018년 기준으로 약 105개의 대화채널을 운용하고 있
다. 기존 전략과 경제대화(S&ED)를 2017년부터 포괄적 혹은 전면적 경
제대화로 세분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분야별로 상이한 협력파트너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대화 메커니즘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2004년 미ㆍ중 양국의 에너지협력을 심화하기 위
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미국 에너지청은 에너지정책대화 전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5년 워싱턴에서 제1차 에너지정책대화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미ㆍ중 전략과 경제대화(S&ED)가 시작되면서 에
너지정책대화는 전략과 경제대화에 편입되어 이어졌다. 제1차 에너지정
책대화는 소위 ‘중국에너지위협론’이 대두하고 중국이 전 세계 유가상승
의 주범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에서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부터는 점차 석유, 천연가스뿐만 아
니라 신재생에너지, 원전, 에너지효율, 전력 등으로 의제가 확대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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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4년 7월에 개최된 제6차 미ㆍ중 전략과 경제대화의 구체적
인 성과목록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보면, 셰일가스 양성반 미국 파견, 비
상규유전 및 가스전의 공통 탐사ㆍ개발,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절약기술
시행 가능성 공동연구, 미ㆍ중 청정에너지연구센터 공동회의, 원전 안전
및 관리 감독, 민간 원자력 및 원전 협력, 전력망을 포함한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계획,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디지털에너지 전략, 전기자동
차 등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와 신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
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했고,278) 이러한 사안에서 이견을 좁혀가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EU와도 대화 메커니즘을 운용하고 있다. 1997년 중국과 EU는
에너지사업팀회의(能源工作組會議)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2009년에는
｢중국ㆍ유럽 청정에너지센터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 열핵융합 실
험로(ITER),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풍력발전, 청정탄, 에너
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정식
으로 칭화대학 내에 중국ㆍEU 청정에너지센터를 설립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중국과 EU는 2011년 에너지대화를 시작했고, 2012년
에는 중국ㆍEU 에너지소비국 전략파트너관계를 수립했다. 에너지대화를
통해 중국과 EU는 ｢중국ㆍEU 에너지안전 공동성명｣(2013), ｢중국ㆍEU
에너지 로드맵(2016-2020)｣(2016), ｢중국ㆍEU 에너지협력 2017-2018
년 사업계획｣(2017), ｢중국ㆍEU 에너지협력의 이행에 관한 공동성명｣
(2019) 등을 발표하며 양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제7차

278) ｢第六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框架下戰略對話具體成果清單｣(2014. 7. 12), http://news.bjx.com.cn
/html/20140712/527253-4.shtml(검색일: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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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부터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력,
GEI, 에너지 혁신 등으로 의제를 확대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력위원회라는
대화 메커니즘을 운용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부터 에너지대화
를 진행해왔고, 2008년 양국 지도자들의 제창으로 부총리급 에너지협의
메커니즘인 중러 에너지협력위원회를 창설했다. 에너지대화가 2012년
제8차 회의를 끝으로 후속적인 내용이 없는 데 반해 에너지협력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협력위원회가 에너지대화를 사실상 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너지대화와 에너지협력위원회가 화석
에너지, 세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협력에 관한 내
용(수송관 건설, 수입가격 등)을 주로 다루었다면, 2016년부터 시작된 중ㆍ
러 혁신대화에서는 신소재, 농업,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 등과 함께 신에
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에너지 관련 사안들로 그 범위를 확대
해 논의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CNPC(中國石油天然氣集團)와 로스네
프트(Rosneft)가 공동으로 중ㆍ러 에너지상무포럼을 개최해 국영기업을
포함한 기업간 대화 메커니즘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과거 중국은 기존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다자 네
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스스로 담
론을 제창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형태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
구상, 글로벌에너지연계(GEI) 구상을 들 수 있다.
2001년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안보기
구의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
하며 전 세계 인구의 42%, GDP의 21%, 유라시아 면적의 60%를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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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기구로 부상했다. 중국은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
확보, 주변환경의 불안정성 약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의 중앙아
시아 개입 대응 등을 모색할 수 있었고, 중앙아시아 국가는 중국을 통한
대러시아 의존도 약화, 경제적 활로 창출, 에너지 수출의 자율성 제고 등
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회원국은 양자간 석유ㆍ천연가스 협력을 심화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석유ㆍ천연가스 무역 및 자원 구매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여 가격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ㆍ장비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여 상호호혜적인 이익실현 등을 모색하는 데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279)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와 주로 가스관 협력을
진행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통해 중국 훠
얼둬스로 연결되는 A~C라인은 약 1,830km에 이른다. A라인과 B라인의
연간 공급량은 150㎥로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개통됐으며, C라인의
연간 공급량은 250㎥로 2014년에 개통됐다.280) A~C라인과 달리 D라인
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고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양호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지 않고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중
국으로 연결된다. 길이는 약 1,000km이며 연간 공급량은 300㎥로 현재
건설 중이다.281) 최근에는 기존 천연가스 협력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

279) 中國社會科學院俄羅斯東歐中亞研究所(2018), p. 193.
280) ｢外媒: 烏茲別克斯坦總統卡裏莫夫已去世｣(2016. 9. 2), http://www.guancha.cn/Neighbors/2016_09_
02_373273_s.shtml(검색일: 2019. 8. 4).
281) Batsaikhan and Dabrowski(2017),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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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원자력 협력, 수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협력의제가 확
대되고 있다.

그림 5-11

중국ㆍ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송관 노선도 현황

자료: Batsaikhan and Dabrowski(2017), p. 306.

상하이협력기구가 중국이 주도한 지엽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라면 일대일로 구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형태의 네트
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일대일로 구상은 동시다발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단일화(unification)하고
집중화(centralization)하려는 중국정부의 통합전략으로, 거시적인 틀에
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중국정부
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6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
에서 시진핑 주석은 “에너지안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 전반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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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자 국가전략문제”라고 지적하며 에너지와 관련한 4대 혁명(생산, 소
비, 기술, 체제)과 국제협력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말한 국제협력이 바로
일대일로를 통한 에너지협력이다.

그림 5-12

중국ㆍ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현황

자료: Endcoal(2018), https://endcoal.org/finance-tracker/(검색일: 2019. 10. 17).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에너지
매장량과 생산능력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의 확정매장량과 생산능력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8%와 60%이고, 천연가
스는 각각 81.8%와 53.2%에 이른다.282) 이로 인해 2000~16년까지 중
국이 해외에너지 부문에 한 투자 가운데 80%가 화석에너지와 관련된 투
자였다. 개별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각각 546억 달

282) UNDP China(2017),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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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435억 달러, 188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25개 연선
국가에서 240여 개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총발전용량 251GW)
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가운데 18개국에서 석유
를 수입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80% 이상이었으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공급
노선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2010년 61.19%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5년 67.51%까지 상승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몽골, 오만,
예멘 등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의존도는 50% 이상
으로 높은 편이며,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
아, 쿠웨이트, 러시아 등의 대중국 의존도는 10~5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 의존도 또한 점차 증가 추세로 중국은 12개 연선국
가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2007년 5%에 불과하던 의존도가
2012년 91.30%까지 증가했고, 이후 8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천연
가스 수출국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15년
72.7%까지 상승했다.283)

283) 趙亞博, 劉曉鳳(2017), 「一帶一路’沿線國家油氣資源分布格局及其與中國合作中的相互依賴關系」, p.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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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석유 총수입량 및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만 톤(좌측), %(우측))

자료: 趙亞博, 劉曉鳳(2017), p. 2310.

그림 5-14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총수입량 및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만 톤(좌측), %(우측))

자료: 趙亞博, 劉曉鳳(2017), p.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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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화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네
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0~16년까지 중국이 해외에너지 부
문에 한 투자 가운데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각각 17%
와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
전설비용량은 2030년과 2040년에 각각 19억 4,000만 kW와 26억 kW
까지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과 인도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개
발 관련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원전협력도 중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사용하거나
건설을 계획하는 72개국 중 41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2030년까지
이들 국가에서 신규 건설하는 원전이 200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284)
중국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탐사, 개발 및 무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5-10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전력수요 현황(2016년)

구분

GDP
(조 달러)

전력사용량
(억 kWh)

1인당 평균
전력사용량
(kWh/인)

2016~20
연평균 증가율
(%)

일대일로 연선국가

22.6

51,890

2,825

14.5

중국

11.2

59,198

3,938

5.9

전 세계

75.4

215,380

3,295

3.0

자료: 德勤(2018), 「2018年 “一帶一路” 電力國際合作展望」, p. 3, http://news.bjx.com.cn/html/20180427/894496.
shtml(검색일: 2019. 9. 28).

284) 林雙幸, 林浩淼(2017), pp. 1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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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부문에서의 네트워크 구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1인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2,825kWh로, 전
세계 평균인 3,295kWh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85) 2016년 일대
일로 연선국가의 발전량은 약 5조 1,890억 kWh로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86) 2016년 중국이 일대일로 연
선국가의 전력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76억 5,50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이 48%, 화력
발전이 21%, 송전과 변전이 16%를 차지했다.287)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전력거래 현황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집약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력거래가 비교적 많은 국가는 러시아, 태국, 체코이며, 이 중 체코와 러
시아는 가장 많은 수입파트너와 수출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최대 수입
국과 최대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일대일
로 연선국가의 수와 전력 네트워크의 집약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소련, 동남아, 서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력 네트워
크가 구축되고 있다.288)

285) 德勤(2018), 「2018年 “一帶一路” 電力國際合作展望」, p. 3, http://news.bjx.com.cn/html/20180427/894
496.shtml(검색일: 2019. 9. 28).
286) ｢一帶一路大背景下電力投資成爲引領我國企業‘走出去’風向標｣(2017. 12. 25), http://shupeidian.bjx.
com.cn/news/20171225/869803.shtml(검색일: 2019. 8. 12).
287) Damin and Qin(2017. 3. 6), “AIIB Plans Conditionally Support Coal Power Project,” https://
www.chinadialogue.net/article/show/single/en/9648-AIIB-plans-to-conditionally-supportcoal-power(검색일: 2019. 8. 12).
288) 顧欣, 吳嘉賢(2019),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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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전력거래 네트워크(2015년)

자료: 顧欣, 吳嘉賢(2019), p. 386.

이렇게 분산된 전력 네트워크를 중국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방법이
글로벌 에너지연계(GEI: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구상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0차 UN 총회 및 개발
정상회의에서 전력판 일대일로로 평가되는 GEI 구상을 제안했다. GEI는
초고압송전선로(UHV: Ultra High Voltage),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
지 기반의 범국가적ㆍ범지역적으로 연계된 글로벌 전력 네트워크의 구축
을 의미한다. GEI 구상을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각국이 청정에너지
개발과 자국 내 전력망 연계를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각 지역에 대형
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하여 범국가적인 전력망을 연계하며, 2050년까지
북극에서 적도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에너지기지를 건설하고 전력망을
연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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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일대일로 구상과 GEI의 연계도

자료: 「“一带一路”电力合作潜力评估与实现路径」(2017. 8. 4), http://opinion.caixin.com/2017-08-04/101126236.html
(검색일: 2019. 9. 25).

중국은 GEI 구상을 통해 전력거래의 개방성을 제고하며 전력거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혁신
적인 투융자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금융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
다. 또한 에너지기술교류와 인재 양성을 통해 2030년까지 아시아 국가에
전면적인 전력보급을 실현하고 아프리카 국가에는 전력보급률을 66%까
지 제고함으로써 소위 ‘전력빈곤층’을 5억 6,00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289) 이를 위해 중국은 ‘9종 9횡(九橫九縱)’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전력원과 전력망에 각각 27조 달러와
1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290) 특히 17개 수력발전기지, 19개

289) 全球能源互聯網發展合作組(2019), p. 10.
290) 全球能源互聯網發展合作組(2018),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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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지와 13개 태양광발전기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2050년까
지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설비를 8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291) GEI
구상의 발전에 따른 중국과 중국의 전력거래 파트너들의 경제효과를 추
산한 결과, 2030년 이전까지는 실질 GDP의 변화가 불분명하지만
2031~50년까지는 동남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 중국의 누적 GDP 증가
율이 각각 0.85%, 0.57%와 0.2%로 나타나는 등 GEI 구상이 중국은 물
론 주변 연선국가들의 경제발전, 취업, 투자 촉진, 제조업 산출규모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도 동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292)

그림 5-17

GEI 구상의 9종 9횡 연계도

자료: 全球能源互聯網發展合作組(2019), p. 12.

291) 全球能源互聯網發展合作組(2019), p. 12.
292) 馮晟昊 外(2019),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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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 구상이 구축한 네트워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EI 구상의 운영주
체인 글로벌 에너지연계 개발협력기구(GEIDCO)에는 93개국, 635개의 회
원이 가입해 있다. 이 중 아시아권 회원이 427개(30개국)로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권과 유럽권이 각각 73개(18개국)와 61개(21개국)로 뒤를 이었
다. 회원 유형도 에너지ㆍ전력업체, 장비제조업체, 정보통신기업, 컨설팅업
체, 금융기관, 대학, 언론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
인 전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중국은 이들 국가에 전력인프라와 함께
기술ㆍ장비,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표준, 규범 등을 확산하고자 한다.

라. 일대일로와 에너지 네트워크 권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국
가와 다양한 분야(화석에너지와 비화석에너지를 모두 포함)에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첫째, 집합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집합권력은 자기편을 많이 모아 자
국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1982년 12월
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비동맹원칙
을 외교의 방침으로 결정한 이후, 이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비동맹
원칙의 대안으로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관계를 체결하며 자국의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 연결되는 링크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
고 그 링크의 연결 정도가 강하고 연결된 노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집
자가 네트워크에서 차지한 위치의 이점을 활용해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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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게 되며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진다.293) 동반자관
계의 규정이 양국관계의 현실과 괴리된 수사 또는 중국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294) 중국은 동반자관계의 체결을 통해 노드의
개수를 늘리고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종의 표준, 즉 지배표준
(dominat standards)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
년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회원국이 65개로 확대되
며 세력을 확대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 에너지 생산국들과
화석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협력을 지속하거나 중점적으로 동반자관계를
격상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신재
생에너지, 원자력, 전력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배표준을 만
들어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식 기술과 표준을 동반한
원전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건설되고, 중국식
표준으로 무장한 전력망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
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원전 강국과 비교해 건설비용이 50~70% 수준
인295) 중국의 원전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급격히 확대되거나 아직 초기
단계인 위안화를 통한 원유 선물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일종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면 지배표준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하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296) 중
국의 집합권력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93) 김상배(2014b), p. 259.
294) 조영남(2009), p. 13.
295) WNA(2017).
296) 김상배(2014b),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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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
제 에너지 질서에서 적어도 아시아,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포함한 개
발도상국 사이에서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요충지
가 되었다. 최대 화석에너지 수입국이자, 비화석에너지 분야의 최대 투자
국으로서 중국은 기존 국제 에너지 질서의 규범과 흐름을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그 밖의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위치를 점한 중개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영국이 유럽국가와 북미국가라는 두 개
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개역할과 영향력을 담당해온 것처럼,297) 중국은
기존 에너지 질서를 이끌어온 행위자298)들과 같이 화석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을 연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유
럽 국가와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해진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행
위자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해 상호 작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결자(connector)가 가진 위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제 에너지 질서의 흐름, 즉 기존 질서를 선도
하는 국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의미의 흐름’을
이어주는 전달자(messenger)299)가 가진 위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EU와의 에너지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성
을 논의하고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아시아 주변국과 개발도상국에 확산
하는 것도 중국이 하고 있는 역할 중 하나이다.

297) 김상배(2014b), p. 264.
298) 예를 들어 기존 화석에너지 패권을 가진 중동이나 셰일혁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
을 들 수 있다.
299) 김상배(201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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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이 자국이 보유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지배세력
의 위상을 점하고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바와 같이, 중국 역시 아시아
역내, 나아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범위에서는 적어도 일정한 권력
을 행사하며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개자는 높은 호환성을 제
공하여 자국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최대한 많은 노드를 유인하며 호환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높은 비용을 치러야만 호환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300) 현시점에서 중국은 중개자의 역할
을 자처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유보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누구에게
나 열려 있고 참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는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일반적으로 65개 국
가와 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이 2019년 4월에 개최한 제2회 일대
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150개국의 정상 혹은 고위급 관료가 참가했
다. 즉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아니더라도 일대일로 구상에 관심이 있거나
일대일로라는 틀 내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국가
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로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지 않
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며 물질적,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중개자가 장악한 자원, 즉 호환성의 ‘제공’과
‘거부’ 가운데 ‘거부’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네트
워크가 더욱 광범위하게 보편화되고 중국이 중개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300) 김상배(2014b),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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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거의 중개자와 같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네트워크상의 선택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아닌 국가들에 일대일
로 구상이 제공하는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제한 혹은 차단할 가능
성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설계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설계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네트워크 권력이론에서
설계권력은 높은 개방성과 낮은 호환성 및 유연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 세를 모으는 소집자는 높은 개방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가입을 독려함과 동시에 자국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을 경우 치러
야 할 대가를 무겁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소집자는 일정한 세력을 구축
하고 난 뒤에 호환성과 유연성을 낮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응집력을 유
지한다.301) 가령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주
도하며 모든 국가에 가입을 개방하지만, 이 틀 안에 편입하지 않거나 편
입하더라도 설정된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즉 구축한 질서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비호환성을 보이며 패권을 유지한다.
이렇듯 현재의 미국과 같은 견고한 설계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현 질서의 태생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
다.302) 중국도 이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자국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
대일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높은 개방성
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모으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현 패

301) 김상배(2014b), p. 261.
302) 김상배(2014b),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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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력에 대항해 변혁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질서에 대한 일종의 수정주의의 비전을 제시했다
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303)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네
트워크 형성의 초기 단계로서 높은 개방성은 물론 어느 정도의 호환성 및
유연성을 허용하여 새로운 노드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설계권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달성했
을 경우, 호환성과 유연성의 문턱을 높여 배타적인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것이 네트워크 설계권력의 본성이
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계권력을 구축하
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3월,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
소(INE)에서 위안화 기반의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하며 공고하게 자리 잡
고 있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구상이
나 GEI 구상을 통해 중국식 기술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규범과 표준을 확
산함으로써 자국 내 규범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국이 보유한 위치권력이 설계권력 구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2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ㆍ
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
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는 전방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개방을 강조하
는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미국과의 관세갈
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설계권력의 관점에서

303) Tokuchi(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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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배표준의 위상을 유지하며 제도의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방
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위치권력의 차
원에서 보면, 대항세력을 차단하는, 즉 대항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절
이나 일방적 철회를 단행하는 전략은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
문에 개방성이 중시된다. 하지만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일대
일로 구상이나 AIIB 등 사회적ㆍ제도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등 문화적 차
원에서 사회규범이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라는 패권세력의 설계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항적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WTO의
개혁을 호소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행위도 이러한 맥락이
다. WTO보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거나 자유무
역주의를 지향한다는 중국의 목소리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약점을
부각하고 틈새시장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항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한층 공정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
계함으로써 기존 지배 네트워크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
의 제도와 규범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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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가. 사이버 정책 설계와 시스템 구축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ICT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과 제도
적 규범 경쟁의 출발점은 개혁ㆍ개방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국
가역량 강화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굴기, 즉 중국의 부상은 개혁ㆍ개방을
통해 중국이 이루어낸 거대한 경제적 성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 영역의 발전은 중국이 사이버 영역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중국정부 주도의 정책 설정은 후진적인 상황
을 극복하고 기술과 제도적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전,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과학기술 영역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국은 정보통신의 가
장 기초적인 분야에서조차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상
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1978년 전 세계의 전화보급률은 11%였는 데 비
해, 중국은 0.38%에 불과했다.304) 이와 달리 1960년대 말, 미국은 이미
군사적인 목적에 근거해 인터넷을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고 전 세계 인
터넷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1979년 덩샤오핑은 경제업무 좌담
회에서 전력, 에너지, 교통, 통신, 건축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한다. 이후 1984년 2월 24일, 두 번째로 선전(深圳)을 방문하고 돌
아온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305)라고 강조하며 관련 조직을 정비해나

304) 吴基传, 申江婴(2008), p. 26.
305) ｢大跨越_中国电信业改革开放三十年回顾之发展篇｣(2008), pp. 18~19.

204 ❙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한다. 1986년 2월, 중국은 국가경제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선진
국 기준에 맞추어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기술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자각한 것이다.

표 5-11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 주요 정보통신조직의 역사 변천과 업무

일자

조직

내용

1986년 2월

국가경제정보센터
(国家经济信息中心)

국가경제정보화 시스템 건설

1993년 3월

전자공업부(电子工业部)

기계 전자공업부(机械电子工业部) 분할 재편

1993년 12월

국가경제정보화 연석회의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국가전산망과 정보안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

1994년 5월

국가정보화 전문가그룹
(国家信息化专家组)

국가정보화 건설정책 결정 참모기구

1996년 4월

국무원정보화 사업영도 소조

국가경제정보화 연석회의 변경

1998년 3월

정보산업부

국무원 ‘정보화 업무영도 소조 판공실’을 ‘국가정보화판공실’로
확대 개편, 체신부(국가 체신국으로 변경)와 전자공업부를 통합

1999년 12월

국가정보화공작영도 소조
(国家信息化工作领导小组)

유관 업무기구 설립, 정보산업 업무

2001년 8월

국가정보화영도 소조 재조직
국무원 정보화 업무판공실

국가정보화안보업무
정보화 건설과 정보안보 업무영도 강화,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의 심의, 거시정책, 중요 의사결정 등

2008년 3월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분야관리 직책,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원 자력발전관리 이외의 직책과
정보화 산업과 국무원 정보화 공작판공실 직책 이관

2011년 5월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네트워크 관리 강화, 온라인 여론 감독

2014년 2월

중앙 사이버안보 및 정보화 영도 소조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영역 관리

2018년 3월

중앙 사이버안보 및 정보화위원회

국가 전산망과 정보안전관리센터를 공신부에서 분리하여
사이버안보와 정보화위원회 업무로 이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大事记｣, http://www.cac.gov.cn/sjfw/dashiji/A091605index_1.htm
(검색일: 2019. 11. 15).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정보통신정책은 주로 ‘목표수립-조직구성-업
무 수행’의 순서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구를 통합하고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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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변
화에 주목하고 정책을 변용하며 기술력을 축적했다. 1980년대를 관통하
는 정책이 ICT 분야의 토대를 마련하는 태동기라고 본다면, 1990년대는
정책기구와 정책의 연동이 일어나는 발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인터넷 정책의
주요 목표는 선진국을 모방하여 사이버 영역에서의 정보안보 확보와 인
터넷 기술의 표준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선구적인 정보통신정책 시행에 근거한다. 1993년 9월, 미국
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정책을 시행하고, 중국은 이에 영향을 받아 정책 수립과 조직을 개편한
다. 해당 정책은 당시 엘 고어 부통령이 제안한 내용으로 경제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대용량ㆍ초고속 인터넷 정보유통시설 구축을 위한 ‘국가정
보기반구조(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행동계획’이다.
미국의 정책 설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발전을 촉진
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붐이 일었고,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중국 역시 이 같은 미국의 정책
에 영향을 받았고, 조직 개편과 새로운 정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시기 정부의 정책과 해당 분야의 연구내용은 모두 인터넷 기술발전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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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장쩌민 시기 사이버 연구주제 분석(상위 5위)
(단위: 편, %)

순위

연구 주제

편수

비율

1

인터넷 기술(互联网技术)

2,212

47.8

2

정보경제와 우정경제(信息经济與邮政经济)

738

16.0

3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응용
(计算机软件及计算机应用)

378

8.2

4

공업경제(工业经济)

281

6.1

5

전신기술(电信技术)

213

4.6

자료: 김상규(2015a), p. 50.

중국의 정책 방향성과 목적은 1995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명확히 드러
난다. 중국은 통신,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간산업과 첨단
기술산업 육성을 경제건설 주요 임무이자 전략으로 배치했다.306) 사실
미ㆍ중 양국이 부딪치는 사이버 영역에서의 서로 다른 인식은 이 시기부
터 이미 결정됐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책 시행의 원칙
은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 경쟁 도입과 유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개방
성, 정보의 독점금지, 정책운영의 탄력성 수립이었다.307) 하지만 중국은
정보통신산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투자와 기구운용
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목표 역시 다르게 설정돼왔다. 그 원인은
확연하게 차이 나는 양국의 기술과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빌 게이츠가 ‘Window 98’을 발표할 정도
로 기술과 영향력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상태였다. 이처

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1995).
307) 김경돈(1994),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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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설정은 중국의 경
제력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사이버 영역에서의 새로운 위치를 점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현실에 맞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주권’과 ｢사이버 보안법｣
등 자국의 현실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1998년 9월, 공안부는 ‘과기강경(科技强警)’308)의 기치 아래 전국 공
안정보화 프로젝트인 ‘금순공정(金盾工程)’을 제안하고, 1999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긴다. 금순공정은 공안통신 사이버 네트워크와 컴
퓨터 정보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으로, 목적은 기술력 강화를 통해 공안시
스템의 통합지휘와 신속대응, 작전협조, 범죄소탕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공안통신 네트워크와 컴퓨터 정보시스템으로 전국 공안종
합업무통신망, 전국 위법범죄정보센터(CCIC), 전국 공안지휘 통제시스
템, 전국 공공 사이버안보 모니터링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다. 내부적인 불안정성과 외부로부터 체제 전복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인
식하는 중국으로서는 사이버 공간도 현실 공간처럼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영역에서 벌어지는 국가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적인
조치이자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는 필수적인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인식은 2010년 6월에 발표한 뺷중국 인터넷 상
황 백서뺸에서 잘 나타난다. 사이버 영역은 국가 중요 인프라일 뿐만 아니
라 국가주권의 영역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308) 과기강경이란 공안 활동에 과학적인 연구방법론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설비ㆍ정보화 시스템을 적
용하여 공안업무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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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하고 있다.309) 2016년 8월, 중국은 ｢국가 사이버안보 표준화 업무
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强国家网络安全标准化工作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중국은 사이버안보와 국가 업무네트워크를 포함해
인터넷 방화벽 구축 등 사이버 영역의 국가운용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감독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더 나아가 2016년 11월에 발표한 ｢사이버
보안법｣은 총 7장 79조에 걸쳐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사이버안보 전략,
거버넌스 목표와 방침, 의무와 책임, 법적 처리 정도까지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세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등 서방국
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중국의 인식이 확연히 다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담론은 주로 물리적 정보인프라로서 컴퓨
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 지식정보자산, 지식재산권의 안보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담론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등 정
치이념적 안보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310)
이 같은 정책 설정과 시행, 그리고 시스템의 방향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치를 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
는 기제로 작용한다.

나. 사이버 규범 갈등과 권력 구축
중국이 사이버 영역에서 국내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해나간다는 것은
곧 사이버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그 어떤 행위도 통제할 수 있다

309) ｢《中国互联网状况》白皮书｣(2010. 6. 8), http://www.scio.gov.cn/tt/Document/1011194/1011194.
htm(검색일: 2019. 10. 15).
310) 김상배(2014a),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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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된다. 특히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구축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세분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조직 부문 중 같은 범위 안
에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재배치하여 업무의 중복을 줄이며, 지휘체계를
통일하여 효율성을 높여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조직 개편제도인 ‘대
부문체제’ 개혁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조직
을 구성하며 경험한 업무중복 현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위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직
한 중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모든 조직의 운영이 국가안
보나 내부안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5-18

중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자료: 김상배(2017b), p. 85.

이 같은 사이버안보 조직체계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이버정책센
터(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er)에서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
역 사이버성숙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통치력, 금융 사이버 범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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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무역, 사회 등 다섯 가지 지표에서 63점으로 8위를 차지한다.311)
또 다른 지표인 GCI 지수 평가에서도 중국은 아ㆍ태 지역 안에서도 상당
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표 5-13

ITU 세계 사이버안보지수(2018)
Member State

Score

Regional Rank

Global Rank

Singapore

0.898

1

6

Malaysia

0.893

2

8

Australia

0.890

3

10

Japan

0.880

4

14

Republic of Korea

0.873

5

15

China

0.823

6

27

Thailand

0.796

7

35

New Zealand*

0.789

8

36

Indonesia

0.776

9

41

India

0.719

10

47

Viet Nam

0.693

11

50

Philippines

0.643

12

58

Iran

0.641

13

60

자료: ITU(2018), Global Cybersecurity Index, https://www.itu.int/dms_pub/itu-d/opb/str/D-STR-GCI.01-2018PDF-E.pdf(검색일: 2019. 11. 15).

그럼에도 중국은 이미 상당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
고 있다. 2011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전쟁 시에 사이
버 공격을 주도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이버 부대를 창설했기 때문이다. 사
이버 전쟁 부대의 존재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벌인 해킹 사례
등312)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군의 사이버 역량 강
311) 유신우(2018), p. 250.
312) 김상배(2019),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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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군사정보 체계 수립, 군의 현대화 작업 등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이버 영역에서 개인, 기업, 당을 비롯한 정부기
관 등이 겪는 안보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중국외교부
부장인 양제츠(杨洁篪)는 제12차 전인대 1차 회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
은 사이버안보 방면에서 약체이다. 중국은 해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는 해커의 공격행동을 반대하며 이미 관련 법
률규정을 제정했고, 해커의 공격활동을 명확히 금지한다”라고 밝혔
다.313) 또한 중국은 매월 중국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응급기술처리 협조
센터(CNCERT, 이하 인터넷 응급센터)’가 ‘국가정보보안 취약점 공유플
랫폼(CNVD)’을 통해 협력업체(보안업체, 통신서비스업체, 통신기기장비
업체)들과 CNCERT 지역센터, 개인(화이트해커)으로부터 접수한 사건형
정보보안 취약점을 평가해 밝히고 있다.314) 중국정부는 여전히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가 서방 국가와의 인식차이를 더
욱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안보를 내세워 사이버 공간에
도 국경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국가안보
영역에 포함한다. 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상에는 인위적 국경이
없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중국은 영토에도 국경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
간에도 국경은 있으며, 사이버 영역이라도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315) 이 지점이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위시한

313) ｢杨洁篪外长: 外部有关黑客攻击报道抹黑不了别人｣(2013. 3. 9),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
txt/2013-03/09/content_28184996.htm(검색일: 2019. 11. 10).
314) ｢中 “누리꾼 절반 보안사건 겪어... 지난해 바이러스 감염기기 줄어”｣(2019. 3. 13), https://www.boannews.com/
media/view.asp?idx=77783&kind=(검색일: 2019. 10. 5).
315) 임병진(201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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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와 서로 다른 담론을 형성하고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
을 하나로 규합하게 만든 동인이 되었다. [표 5-14]에서 보듯, 서방 국가
와 중국, 러시아의 양 진영은 국가주권과 국제법의 제정 및 적용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
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5-14

구분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UN GGE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국제정보안
보협약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의 형성 시도 비교
규범
기획자

유럽국가

미국/
유럽국가

조직
플렛폼

사이버안보
프레이밍

주요 갈등 및 쟁점

유럽
평의회

∙ 미국/유럽 국가 측은 가입국 확대를 통해 본 협약을 사이버
안보 국제법으로 공식화하고자 노력
∙ 러시아/중국 등 비가입국들은 개별 국가 주권 침해, 까다로운
사이버범죄
(Cyber Crime)
가입 조건을 내세우며 한계 지적
* 사이버 공간의 국가주권 인정 여부는 미국/유럽국가 측과
러시아/중국 측 간의 중요 쟁점 이슈

NATO

사이버 작전
(CyberOperation)

∙ 미국/유럽 국가 측은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을 기존 서구전쟁
법을 활용하여 규제하고자 함
∙ 러시아/중국 측은 본 매뉴얼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 매
뉴얼이 서구 중심적이며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기존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 여부는 미국/유럽국가
측과 러시아/중국 측 간의 중요 쟁점 이슈

정보안보
(Information
Security)

∙ 미국/유럽 국가 측은 기존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 주장 및 사
이버 공간의 국가주권 반대
∙ 러시아/중국 측은 사이버안보 국제법 신설 주장 및 사이버
공간의 국가주권 인정 주장
*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 유엔헌장 등 국제법 원칙 적용 합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정에 합의

러시아/
중국

UN

미국/
유럽국가

별도
회의
개최

중국/
러시아

상하이
안보협력
기구

∙ 미국/유럽 국가 측은 국가 이외에 시민사회기업도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국가안보를 넘어선 다양한 사이버 공간 관련 의제를 포괄적
(Cyber
으로 다룰 필요성 제기
Security):
∙ 사이버 공격에 부다페스트협약과 탈린매뉴얼 적용 주장
인터넷 거버넌스
∙ 러시아/중국 측은 UN GGE가 사이버안보를 다루기에 더
중 하나
적절하며 사이버안보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 마련 필요성 주장
정보안보
(Information
Security)

∙ 러시아/중국 측은 사이버 공간의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국
제정보안보협약 제정을 주장, UN과 국가 중심 사이버안보
논의의 적절성 강조
∙ 미국/유럽 국가 측은 본 협약 제정에 반대, 부다페스트 사이
버 범죄협약과 탈린매뉴얼 적용 주장

자료: 배영자(2017),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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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국제전기연합 이니셔티브 지지를
결의하고,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중
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활
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세계인터넷대회(世界互联网
大会, WIC: World Internet Conference)를 매년 개최하며 사이버 영

역에서의 주권 존중,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 협력과 질서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이해와
인식을 함께하는 국가와의 연합, 즉 ‘내 편 만들기’를 위한 전략 설정으로
귀결된다. 미ㆍ중 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 간의 경쟁이 과거 냉전기처럼
진영을 나누어 사이버 영역에서도 대결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SOC(상하이협력기구)는 자국
의 힘을 투사하는 국가협력체로, 사이버 영역에 관한 문제에서도 해당 기
구를 통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일례로 2011년에는 ｢정보안보 영역의 협
력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며 역내국가 간 협력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
으로는 사이버 무기 개발 및 사용 규제, 정보전쟁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
되어 있다.316) SOC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은 가장 중요하고 핵
심적인 것이다. 2015년 5월, 양국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
했다. 해당 협약은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감시를 지양하고 각국의
기관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17)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서방과는 다르기 때문이

316) 김상배(2017a), p. 139.
317) 신범식(2017),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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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 진영의 일원으로 사이버안보의 개념과 주요
안건, 위협인식, 국가역학, 국제규범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서 서방 국
가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주권과 관할권, 자
위권, 국가귀속 문제 등이 해결하지 못한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이
익의 중첩과 규범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규범의 카오스 상황에 놓
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개의 대립적 혹은 보완적 규범이 난무
하지만 이를 통제하고 정리할 권력의 부재 현상으로 인한 레짐 콤플렉스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실
제로 러시아는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로운 흐름을 주장하는 미국의 교리는 패권주의인 미국이 다른 국가를 전
복하고 그들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로 침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
이라고 생각한다.318)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행위 준칙
은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리주의, 테러주의, 극단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이익
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와 대결하는 구도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319) 사이
버 공간에서 미국과 서방이 하나의 집합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에 상
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진영이 새로운 네트

318) Nocetti(2015), p. 115.
319) 문수언(201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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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권력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이미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
범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이 발표한 ｢사이버안보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网络安全产业发展的指导意见)｣은 향후 중국이 사이버
영역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째, 중국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핵심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ICT 분야
에서의 모든 기술과 응용 분야의 영역을 총망라해 사이버안보 기술과 제
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안보 산업의 생태협력시스
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안보의 혁신과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한 기업과 플
랫폼의 상생구조를 만들어 사이버안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320) 결론적으로 기술의 발
전과 안보시스템 강화, 그리고 사이버 영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
라 구축과 협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중국은 사이버 영
역에서도 여전히 외부의 위협요인을 내부적인 단결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
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량이 응집되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320) 工业和信息化部(2019), ｢工业和信息化部公开征求对《关于促进网络安全产业发展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的
意见｣, http://www.cac.gov.cn/2019-09/27/c_1571114011459248.htm(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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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2. 시사점

1. 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
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
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
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
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은 국가이익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하
면서, 이러한 국가이익을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 또는 이데올로
기,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특히 조지프 나이가 제기한 이러한 개념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발견되
는 권력의 변환을 간결하고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ㆍ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국제정치권력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론과 전략론에 치중한 접근이
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구조 차원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둔감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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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 현장에
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파워의 형성 및 투사,
전통안보 영역과 비전통안보 영역으로 대별해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살펴봤다.
첫째,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크 파워를 살펴
보기 위해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와 GVC 네트워크, 그리고 미ㆍ중
무역마찰 및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담론 등을 살펴봤다.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더 많은 국가(지역) 및 주요 RTA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점차 중심위치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글로벌 RTA 네트워크에서 중심국(HUB)의
지위를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RTA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위치권력을 구축 및 투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
었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기존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자국이 처
한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광역(Mega) RTA 협상
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9년 11월에 타결
된 RCEP과 계속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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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GVC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허브로서의 위치를 대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위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한편 미ㆍ중 간에 전개되는 통상전쟁을 통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가용
집합권력과 위치권력을 강화하면서, WTO의 설계자인 미국의 설계권력
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자국의 시장을 외국의 기술 및 자본과 교
환하는 중매자 역할을 통해 위치권력을 구축하고, 이로써 국내경제의 취
약성을 보완해왔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자주창신’으로 대표되는 보다
활성화된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강화했고, 대외적으로도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
정을 통해 한층 정교하게 위치권력을 향유해왔다. 또한 WTO 차원에서
는 WTO의 설계권력자인 미국의 공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
국 역시 2007년부터 ‘공격적인 법리주의’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이라는 패권세력의 설계권력에 대응하기 위
해 ‘대항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WTO의 개혁을
호소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행동도 이러한 맥락이다.
WTO보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거나 자유무역주
의를 지향한다는 중국의 목소리는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약점을 부
각하고 틈새시장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
다. 대항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한층 공정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
함으로써 기존 지배 네트워크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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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와 규범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어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 중심의 각종 국제협력기제에 대한 검토
를 통해서는, 레이모의 주장처럼 중국은 미국이 패권적인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그들이
추구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항상 ‘새로운[新]’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규칙
과 규범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를 설계하면서, 여기에 동
조하는 구성원을 끌어모아 집합권력을 구축해가는 것이다.
특히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담론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중국모델로 규범화되고, 이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지향목표와 철학적
담론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중국의 설계권력이 시동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SCODB), 신개발은행(NDB BRICS), 실크로드기금(絲路基金),
긴급외환보유기금(CRA)과 같은 새로운 협력기제를 구축하여 국제금융
기구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합권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둘째, 전통안보 영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살펴보기
위해 북핵문제와 타이완과의 외교경쟁, 그리고 신형국제관계라는 담론을
검토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또는 주변 4개국들 사
이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관계를, 한편으로는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는 복합적인 연결망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중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이 벌이는 연결의 게임과
북한이 벌이는 단절의 게임 사이에서 자국의 위치권력을 통해 중개자로
서의 대북 및 대미, 대남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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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이완과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수교관
계는 확대하고 타이완의 수교관계는 줄이는, 이른바 ‘내 편 모으기’ 전략
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집합
권력으로서의 네트워크 파워를 강화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수교국을 대상으로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미 ‘내 편’이 된 기존 수교국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네크워
크 파워를 활용해 타이완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수교국과 타이완 사이의 외교적 교류에 제동을 걸거나 자국의 수교국이
주최한 정부행사에 타이완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반면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국의 설계
권력이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권력을 투사하기에는 많
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상호존중과 공평ㆍ정의, 그리고
협력 및 상호호혜성을 신형국제관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강권적인 모습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경계감이 여
전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중국의 설계권력이 주변국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아직 정교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전통안보 영역에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일대일로, 그리고 에
너지 네트워크 및 사이버안보를 통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살펴봤다.
표준경쟁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들간의 상호 작동성과 호환성
을 돕는 규칙이나 기준, 즉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벌이는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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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 맺기 △내 편 모으기 △표준 세우기 등 네 가지 전략이 유기적으
로 작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인터넷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인터넷 주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짜기 전략에 적극 나
서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관계
를 절연함과 동시에, 중국의 IT 기업들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대일로(BRI)와 보조를 맞추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신흥시장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터넷대회를 통해 사
이버상에서 담론 차원에서의 내 편 모으기와 함께, 일대일로와 국제표준
을 연동하여 일대일로 역내국가들을 중국식 표준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 편 모으기’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프레임 짜기’
와 ‘끊고 맺기’, 그리고 ‘내 편 모으기’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5G 표준 설정 등과 같은 표준 세우기 전략을
통해 설계권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이버상의 표준을 설계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설계권력의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프레임을 짜고 ‘끊고 맺기’
의 과정을 거쳐 현재 ‘내 편 모으기’를 통해 집합권력을 투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 단계로서 높
은 개방성은 물론, 어느 정도의 호환성 및 유연성을 허용하여 새로운 노
드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
해 설계권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달성했을 경우, 호환성과 유연성의 문턱
을 높여 배타적인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것이 네트워크 설계권력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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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계권력을 구축하기 위
한 행보까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에서 위안화 기반의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
하면서 기존의 페트로달러 체제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구상이나 GEI 구상을 통해 중국식 기술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규범과 표
준을 확산함으로써 중국이 에너지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치권력을 설계권
력 구축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각국이 중시하는 사이버상에서의 안보 상황을 살펴봐도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안보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998년 9월, 중국 공안부는 ‘과기강경(科技强警)’의 기치 아래 전국
공안정보화 프로젝트인 ‘금순공정(金盾工程)’을 제안했고 1999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겼다. 금순공정은 공안통신 사이버 네트워크와 컴
퓨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기술력 강화를 통해 공안
시스템의 통합지휘와 신속대응, 작전협조, 범죄소탕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또한 2010년 6월에 발표한 뺷중국 인터넷 상황 백서뺸와 2016년 8
월에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표준화 업무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
强国家网络安全标准化工作的若干意见)｣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국의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한
후, 새로운 핀테크기술이나 5G와 같은 과학기술을 타국에 제공하면서 사
이버상의 내 편 만들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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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상과 같이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
트워크 파워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
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
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
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
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
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
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
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
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특히 미ㆍ중 표준경쟁을 통해 살펴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중국이 ‘인터넷 자유주의’에 대
항하여 ‘인터넷 주권’을 주창하는바, ‘인터넷 주권’이 개별 국가에 갖는
창과 방패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주권이라는
방패를 통해 중국은 미국기업과 절연하여 자국기업들의 생존 공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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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다. 이는 동시에 중국 IT기업들이 국외로 진출하는 데 큰 장애로 작
용하여 매우 무딘 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인터넷 주권’의 주창을
통해 얻는 이해득실에서 얼마나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IT 기술이 충분히 강고해진 이후에도 타
국에 대해 ‘인터넷 주권’을 보장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ㆍ
중 간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양국의 표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중계
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여, 화웨이 중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LG텔
레콤에 매우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
에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
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
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
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자
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
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
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
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와 북두위성항법시스템,
그리고 AIIB와 같은 중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중국은 현재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네트워크가 타국에 대해 하나의
권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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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네트워크의 파워를 국제사회로부터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
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통상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파워는 다음과 같은 정
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중국은 ‘시장환기술’에서 ‘자주창신’으로 정책방
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
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근거로 외국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보
다 선진적인 기술도입을 요구하고, 자국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
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한
국기업들을 규제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ㆍ중
통상분쟁이 심화되면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약화되고, 통상문제가
다자채널이 아닌 양자간 힘겨루기 방식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통상분쟁의 다양한 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ㆍ중 통상마찰의 진행경과는 WTO를 중심으로 한 자
유무역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국제무역질서가 어떻
게 변화할지 면밀히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worst-case
scenario)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것
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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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서 보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중국 중에서 자국과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
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할 경우,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표준 및 시스템 중 어느 국가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지향형 원전전략을 추진하며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과
거 사드 배치나 화웨이 장비 사용 등과 같은 정치,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
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
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
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
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에 이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 편중된 경제협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
어 협력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중국의 대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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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신남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이 사이버상에
서 추구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형태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고,
관련 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적극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레짐 형성
이 되지 않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협
력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특히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 발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5G나 블록체인과 같은 영역에서 중국과 기술협
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안보적으로도 북한의 직접적인 사이버 공
격이나 중국을 경유해서 일어나는 해킹문제 등 관련 영역에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중시하는 사이버안보 영
역에서 우리의 하이테크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이버상
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
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
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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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측의 결과는 주로 도식화된 네트워크 이미지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한층 쉽고 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
계열적으로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차이를 분야별로 판
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국가들의 네트
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의 강화 여건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해
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
국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다양한 교류ㆍ협력을 해나가는 기업, 민간, 지방정
부 등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
크 파워를 분석했다. 이는 현대 중국외교를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분
석했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고, 네트워크 파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중국외교를 연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네
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집필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드러났고, 후속연구로 이어가야
할 과제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사례만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종합적으로 논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
후 좀 더 치밀한 설계를 통해 해양력 확대 등과 같이 중국의 네트워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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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후속연구를 이어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전략에 대해 분석
했기에 미국과 비교하여 미ㆍ중 네트워크 파워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다만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고 WTO 체제에 불신을
나타내며,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은 중국이 네트워크 파워를 구
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미국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네트워크 파워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미ㆍ중 권력변환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 진행되어 네트워크 분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SNA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가 현대 중국
외교를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다음 후속연구에서는 SNA 분석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가시적이며, 역동적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국제
정치에서의 권력변환 과정을 과거에서부터 일관되게 네트워크 파워의 관
점으로 분석해낸다면, 국제정치학의 발전은 물론 대외정책 수립에도 적
지 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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