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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탈냉전 후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의 주요 현안은 북핵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수많은 합의들이 이루어
졌다. 일관되게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비롯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변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 과정
을 거쳤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처음 20년 동안은 ①북한 붕괴
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였다. ②2010년경부터는 ‘전략적 인내’
라는 이름으로 북한 붕괴･흡수통일을 최적의 대안으로 삼았다. ③2018년
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견인해 북핵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북핵문제는 줄곧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대립, 때로는 협력의 대상이
었다.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
다.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 시 하는 중국은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미
망으로 치부했다.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의 북한 견인
전략에 5차례의 북중정상회담으로 대응했다.
2018년 3월은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인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은 그 때 성사되었다. 미국에게 북미관계는 북핵문제 해
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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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불신･공포･위협을 접고, 우정과 협력으로 평화･번영, 안보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고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자기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에서의 정책
추진이었다. 미국은 남북중 협력을, 중국은 한미일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
은 미국의 북한 견인을 방관만 할 수 없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5차례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최상의 언술(운명공동체, 순치･혈맹관계, 한 집안 등)
을 통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대미 접근 태도를 확실히 경계했다.
북중관계는 다시 공동의 안보 위험에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수한 관계”로 복원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는 북한(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끈질긴 북중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특수한 북중관계를 우리식의 보편적인 잣대로
해석하고 대응한 것이 성공하지 못한 한 원인이었다. 한미 등이 요구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나 대북정책 공조 등은 중국이 ‘실행할 수 없는
(mission impossible)’ 일이었다.
2018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중관계는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가깝게 밀착한 ‘新밀월관계’로 변화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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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북중관계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 하에 자
력갱생하며 ‘자기 방식에 의한 나름의 길’을 가고 있다.
미중관계와 함께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관계는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통한 한
반도 비핵･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변수와 북중관계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동안 한미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대북정
책과 북중관계의 변화를 항상 주목해 왔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
의는 사실상 중국의 태도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었다. 결의의
이행 효과 또한 중국이 좌우했다. 정책의 성패는 중국의 협력 여부에 달
렸다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문제 조정･결정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하는 중국의 협력을 이
끌어내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 특히 북중관계를 있는 그
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한
북중관계의 ‘현실과 역사’를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국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성보다 특수성이 지배해 온 북중관계
는 특별한 양국관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되어버린 북
중관계 75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북중관계의 작동 원인과 특징,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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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세분의 관계 전문가들이 75년간의 북중관계를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시기로 구분해, 각 시기 양국관계의 형성과 변화･발전 과정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사실, 밀접한 관계인 북중관계는 김일성 시기부터 김정은 시기까지 크
게 변한 적이 없었다. 변할 듯 변하지 않고, 갈등･협력하다 위기 시 단단
히 결속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북중관계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이 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중간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고자 하는 이 책은 국내외 관
련 학계의 오랜 화두의 하나였던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에
대한 지평(地坪)을 넓혀줄 것이다. 북한･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과
의 협력을 모색하는데 있어 역사적 안목과 외교적 통찰을 할 수 있는 바탕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중･대북 정책
을 수립하는데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2021년 1월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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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북중관계 개관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김일성 시대 북중관계
북중관계는 혈맹

1950년대 북중관계는 항일혁명을 통해 피를 나눈 동지애와 중국
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돈독한 혈맹관계가 정립되었다. 1960년대 북
중관계는 특히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조약인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밀착된 관계를 유지했다.
1969년 미국이 아시아 각국에 대한 군사 불개입과 아시아 각국 스스
로의 방위를 주문한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지역의 안보지형을 바꾸
어 놓았다. 1970년대 북한은 중국과 ｢경제･기술원조 협정｣(1970년
10월), ｢무상 군사원조 협정｣(1971년 9월) 등을 맺어 대폭적인 군사
적･경제적 원조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중국의 최고지도
자들이 빈번하게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82년 4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胡耀邦)의 비공식 방문, 1984년 5월과 이듬해 5월 후야오
방의 방문 등 이 시기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은 180여 단체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과 북중관계의 소원

또한 냉전이 종식되는 1980년대 말까지의 북중관계는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끈끈한 동맹적 유대 관계를 지속했다. 1990년대 소련
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
해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는 점차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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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북 구상무역 포기 및 경화결제 요
구(1991년), 한중 수교(1992년 8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1994년 7월)에 따른 양국 지도자간 친분관계 단절 등으로 북중관
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김일성 정권의 탄생과정에서 중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김일성의 정치수완은 빛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중국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인
지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1 중국의 대
약진 운동 시기 김일성과 마오쩌둥(毛澤東) 간의 협력강화, 1960년
대 초 중국 및 소련과 동시에 동맹조약 체결 완성, 북경으로부터 식량
원조 유인, 북중 변경문제와 난민문제에서의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냈으며, 중소대립 과정에서 모택동을 지지하는 과감한 선택을 함으
로써 북한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김일성은 중국문화대혁명기간에 홍위병의 공격을 받았지만 김일
성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진보도와 신장 등 중소국경지역에서 무
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김일성은 모택동을 지지함으로써 중소 사이에
서 등거리외교를 펼쳤고, 이를 계기로 모택동은 김일성의 등거리외
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결과 북중관계는 더욱 밀
접해졌고 중국과 미국이 데탕트를 통해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자주적 대외환경을 만들어
냈다.
1

이상만･김동찬, “地戰略적 視角에서 본 北･中關係의 持續과變容에 대한 批判的 硏究 金正恩 時期를 中心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5권 4호 (201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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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자주노선

이와 같이 김일성은 중소관계에서 자주노선을 견지하면서 북한 정
권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갔다. 북한의 독립자주와 더불어 중국
이 전통적으로 구사하는 천하세계의 통치논리인 ‘조공체제’와 ‘종주
국관계’는 지나간 역사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질은 당제관계가 국가관계를 대체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선대 간에 맺어졌던 북
중관계의 신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단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관련하여 보면 북한 사회주의도 기타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한계를 지니
고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업기반이
미약한 농업 국가였고,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자기
축적과 농업부문에서의 잉여를 공업부문으로 ‘전이’함으로써 사회
주의 공업화를 추진했다.2
북한 역시 소련과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업화 자금과
기술 그리고 자원의 부족으로 특징짓는 ‘생산력이 낙후된 저발전’상
태에서 농업잉여의 공업부문으로 전이 →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한
도시공업기업 및 상업기업의 이윤상승 → 국가재정수입의 증가 →
높은 자본축적 → 국가에 의한 집중투자 → 저효율 → 저소비라는 메
커니즘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해왔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

2

葉･阿･普列奧布拉任斯基, 『新經濟學』 (北京: 三聯書店, 1984), pp. 34~99.

제1부 - 북중관계 개관 ┃ 17

건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립적인 근대적 공업 건설’의 축적 메
커니즘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 중국의 개방

소련의 해체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로의 편입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성공
은 일면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의 ‘주체-선군경제체
제’는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사회주의 국제분업구조에 포섭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대국에 의한 정치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오는 충격을 비교
적 적게 받을 수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 속
에 묶어 둠으로서 주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자립적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공업화 전
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도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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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 악화

김정일 시대 북중관계는 탈냉전 이후 시작되어 1994년부터 김정
일 사망 이전인 2011년까지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이다. 시기 구분
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를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북중관계 회복 시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6자
회담 시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북한 후계자 구축 시기의 총
네 시기로 나누었다.
이 시기는 탈냉전과 1992년 한중수교라는 구조적 변화가 북중관
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이다. 탈냉전 이후 북중 양국의 대외관계
조정이 나타나면서 북중관계가 변화를 겪었으며 가장 큰 변화 원인
은 한중수교였다.

북한 고난의 행군과 북중관계의 냉각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김일성 사
망 이후 유훈통치 시기로 북중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경제난과 핵문제로 인해 북미관계에 집중한 시기로 한중수교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 마련
된 북미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미관계에 집
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관계는 대미관계가 중심이 되었고 대
중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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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회복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북중관계 회복 시기는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이후 대외관계를 적극화하면서 북중관계
개선이 이뤄진 시기였다. 1999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이 재개
된 시기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외적 위상 강화를 바
탕으로 북한은 중국을 통한 경제 개혁･개방을 시도하였으나 2002년
신의주 특구로 인한 북중 갈등은 양국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6자회담 시기 중국의 대북 개입정책 적극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자회담 시기는 후진타오 지도부의 등
장으로 인한 중국의 대북 핵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적극화하여 6자회담을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북핵문제가 북중관계에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은 북중관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이 시기 북
중 경제협력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확대되었고 경제관계가 양국
관계의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였다.

후계구축과 중국의 북한 안정화 지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후계 구축 시기는 김정일의 건강이
상으로 인한 후계 구축작업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 북중관계
는 북한 후계구축 작업이 북중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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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국은 북한의 후계구축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체제 불안정성
을 우려하여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과 유화정
책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였다.
김정일 시기 북중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거의 단절되었던 양국관계
를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북한 핵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이 양국관
계의 갈등 및 협력 요인으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3.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
김정은과 시진핑은 2012년 4월과 11월에 각각 조선노동당 제1비
서와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올랐다. 동아시아 정세의 급변속에서 새
로운 지도자들에 의한 양국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
이 북중미 3국간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시기 북중관계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최악의 경색 국면에서 시작해 최고의 밀착
관계로 변화했다.

북중관계 악화

북중관계가 위험한 관계로 변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핵 도발이었
다. 북한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역이용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미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은 딜레
마에 빠졌다.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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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동참하자 북한은 도를 넘는 언술로 중국을 비난했다.
그 와중에 북한은 2013년 12월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다. 중국인들의 실망･분노는 ‘북한부담론’･‘북한포기론’ 등을
낳으면서 양국관계는 최악의 지경에 이른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전
에 없이 강경해졌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중관계의 틈을 겨냥한 북한 붕괴/흡수통일론
이 무성했다. 중국은 2014년 말부터 양국관계 복원에 나선다.

관계 복원 모색

최악의 상태로 경색된 북중관계는 쉽게 복원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의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
이 현장에서 취소되었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후 연이
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9월에는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
다. 그해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는 북한은 물론 중국, 한중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2017.1.20) 직후부터 모든 역량을
투입, 9월 제6차 핵실험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유엔의 대북재제는
갈수록 촘촘해졌다. 북미관계는 전쟁 전야를 방불케 했다. 중국은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를 통해 미국에 대한 전략을 ‘도전하는 중
국’으로 전환했다. 미국이 중국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중
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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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재조정, 신밀월

2018년부터 북중관계는 급속히 밀착되기 시작한다. 남북정상회
담이 3회 개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2회 개최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북중정상회담도 7년 만에 성사돼 5회나 개최된다. 북
중관계는 남북･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특히 북미관계와 직
결되어 움직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을 자국 편으로 견인하
는 것이었다. 북핵문제는 부차적인 것(side show)이었다. 북한을 견
인해 남북미 3각 협력체제를 형성한다면 대중국 견제･봉쇄가 용이해
질 수 있었다. 사활을 건 중국의 대응은 주도면밀했다. 중국과 북한은
2회의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4차례의 김정은의 방중(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인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탈냉전 이후 사용하지 않던 최상의 용어들인 한 식구･참모
부, 운명공동체, 혈맹순치관계 등을 동원했다. 북한의 안보･경제발
전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은 ‘변치 않을 3가지
(三个不变)’ 약속을 천명,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북중관계의 ‘본
질적 속성’임을 확인했다. 북한은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을 조성, 중
국을 자국의 확실한 후견국으로 결박하는데 성공했다.
양국은 북중관계의 ‘신시대’, 즉 지난 시기 의심과 반목을 접고 밀
착, 새로운 밀월관계의 시대를 열었다. 양국은 오랜만에 전략적 소
통･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도 재개했다. 대북제재 속에서도 제한
적이나마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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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특징, 변화

3개 시기의 북중관계는 일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이웃으로서
공동운명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때로 사람과 인식이 바뀌어도, 구조
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평시에는 갈등･협력하다 공동의 안보
위기가 닥칠 때는 극적으로 반전, 결속해 왔다. 파노라마와 같았던 북
중관계에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와 함께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환
경, 양국의 정치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우여곡절의 북중관계는 그동안 국내에서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
화’라는 화두를 낳았다.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연구･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북중관계는 한미 등 국제사회의 관심사
이자 북한･북핵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는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해 왔다. 그럼에도
북중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었을뿐 정상국가 관계로
변한 적이 없다. 2018년 이후 북중관계는 특수성이 강화되면서 냉전
시기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다. 북한 ‘안정’과 ‘영향력’ 확보가 전략적
이익인 중국으로서는 대북 영향력 행사에 따른 부담을 감내할 수 없
다. 대북 제재에도 미온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과 자국의 영향
력 상실을 초래하는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 없었다.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함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다. ‘손자병법의 나라’인 중국의 외교정책은 전략적이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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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며, 양면적이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현재를 정확히 이해
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일이다. 현상을 변경하려거든 현실을 인
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 친구는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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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김일성 시대 북중관계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항일･국공내전과 건국시기(1945~1949)
가. 항일전쟁시기 협력
국제반일통일전선 구축과 김일성의 역할

건국 이전 ‘북중관계’의 핵심은 ‘공동항일투쟁’과 ‘조국통일’ 이라
는 공통된 ‘혁명’노선이다.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후에
주로 북한의 주민이 되는)들과 중국인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였
다. 이들은 공동으로 ‘국제반일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에 항거하
였으며, 특히 김일성은 항일유격대에 들어간 이후 왕징웨이(汪精衛)
가 총사령관으로 있는 동북항일연군 산하로 들어가 만주국에 저항하
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신해혁명’, ‘5.4
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시
절부터 서서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혈맹관계’가 조성되었다.
일제가 물러가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은 공산당에 긴밀히 협력하여 많은 것을 제공하였다. 남만과
북만을 잇는 공산당의 만주 교통로가 끊기자 북한의 영토를 통해 물
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공산당 내의 비전투원이나
부상병, 가족 등을 북한으로 대피시켰다. 또한 10만이 넘는 북한의
군대가 직접 국공내전에 참여하는 등, 물자조달이나 후방지원, 병력
지원 등을 통해 공산당이 건국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공내전시기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북한지도부는 장개석의 국민
당군에 의해 궁지에 몰린 중국공산당을 지원함으로써 동북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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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6년 4월
중국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간 국공내전이 시작되고,
초기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팔로군(八路軍)이 우세하였으나 후기에
는 운남성에 주둔한 장개석의 주력군을 미국이 동북지역으로 수송하
여 전세가 역전되어 모택동의 동북지역 팔로군은 북한의 만포진･청
진･정주 등 중공군의 ‘후방병참기지화’되어 북한은 훈련기지와 병원
등을 지원하였다.3 그래서 국공내전은 북중 양국이 오늘날까지도 혈
맹으로 대표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원으로 작용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갚아야할 커다란 빚을 지게된 것이다.

국공내전시기 조선족의 지원

한편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또 하나의 독특하고 특수한 역사적
배경도 양국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공동 항일투쟁부터 시작하여 국공내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중국을
세운 공산세력의 연대와 공동투쟁은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국제주의
적 연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국공내전 시기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을 지원한 것 또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
인 지원을 해왔다는 인식에 대해 수정을 요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만일 동북지역에서 북한지도부가 중국공산당을 지원하지 않았더
라면 중공군은 국민당에 포위되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
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동북지역을 상실함으로써 중국공산혁명의 대

3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제13장 참조.

30 ┃ 북중관계: 1945-2020

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모택동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에 대한 북한의 전폭
적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날 중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래서 국공내전은 북중 양국이 오늘날까지도 혈맹으로 대표되는 불가
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국은 북
한에 갚아야할 커다란 빚을 지게된 것이다. 이는 또한 모택동이 한국
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양국관계가 혈맹으로 한층
더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나. 북한정권 수립시기 북중관계
김일성의 귀국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33세의 나이로 15년간 빨치산 투쟁을
마치고, 소련군이 제공한 푸카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으로 귀국하였
다. 소련극동군 제88정찰여단 대위계급장을 달고 김책, 안길, 최현,
김책 등 빨치산 동지들과 함께 귀환하였다. 이어 1945년 12월 김
두봉을 필두로 한 연안파가 귀국하였고, 허가이를 비롯한 소련계 한
인 공산주의자들도 귀국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해방정국에서 소련파
(허가이), 연안파(무정), 국내민족주의파(조만식), 남로당파(박헌영),
갑산파(빨치산 대원)등 모든 정치세력을 광범위하게 포섭하여 연합
전선을 추진했다.
더욱이 일제치하에서 해방 후 한반도는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달리
외세에 의해 38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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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한으로 갈라졌다. 마침 북한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였기 때
문에 소련이 가장 믿을 만한 토착 공산주의자 중 한명인 김일성을 선
택하였다. 김일성은 소련 점령군의 후원과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을
활용하여 북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을 포섭하여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 시기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빨치산파,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 등이 주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김일성의 정권창출과 4대 목표

김일성 시기의 북중관계는 김일성 정권의 안착, 대미안전보장, 이
데올로기 투쟁, 경제원조를 통한 최소한의 생명선 확보 등이 주요 관
심사였다.
첫째,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김일성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 박헌영을 중심으
로 한 남로당파,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중
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에 따른 불편함들이 김일성 정권의 탄생을 가
로막는 주요한 사안들이었다.
둘째, 안전보장 문제는 북중이 정권탄생의 마지막 혁명과제인 통
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전
쟁의 악연은 물론 구체적인 안정보장을 위한 반드시 넘어야할 큰 산
이었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해서 미국을 극복해야했고, 중국 역시
대만통일을 위해 미국을 극복해야했다. 북중에게 있어서 대미 안전
보장 문제는 양국을 강하게 연결하는 고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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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북중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유
했다. 특히 소련을 상대로 북중은 때로는 협조를 했고, 때로는 대립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국익을 도모하기
도 했다.
넷째, 북중은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가치가 중국에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
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
드는 것이다. 즉 북한에게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는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중국 역시 주변상황의 안정만이 중
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
이 바라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대북한 기회비용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조관계의 본질이 중조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의
식구조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중국의 주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인 종
번관계를 통한 천조(하)로 만들려는 것이다. 모택동과 김일성의 관계
의 출발점이 세계공산혁명이지만 그 핵심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앙왕
조 관념이었다. 즉 중국의 지도자들은 조선을 포함한 주변의 동아시
아 국가 모두를 사회주의 진영 혹은 연맹에서 중국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 보고 있었다.
반면 김일성은 조선의 독립적 지위와 자신과 가족을 우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런 이유로 북중 간 이념적 모순이 잠재해 있었고 언
제든지 표면화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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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맞추어져 있어서 중국은 조선이 중국의
방패막이와 전략적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필요했고, 조선은 중국이
자신의 대후방이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해서 중조 간에는 특수한 동맹
이 가능했던 것이다.4

2. 항미전쟁시기(1950~1953)
가. 한국전쟁과 중공군의 참전
미소냉전과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의 기원은 미소냉전에 의한 한반도 분단체제의 성립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10월 중국 대륙의 공산화되었고, 1949년 6월
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난후 1949년 말경 김일성이 모스크
바를 방문, 남한의 무력침공 계획에 대한 스탈린(Stalin, I. V.)의 승인
을 받아냈다. 그리고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Acheson,
D. G.)은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애치슨라인을 공
포함으로서 한반도 내에서 전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 하에서 김일성의 평화공세는 극에 달했다.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
정하고, 남침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은 남북통일 최고

4

션즈화,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7),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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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의를 서울 개최하여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
하는 등 평화공세를 적극 펼쳤다.
다른 한편 스탈린은 ‘민주기지노선’과 ‘일국사회주의론’에 의한 세
계전략 달성 일환으로 한국을 미국 세력권에서 이탈시켜 한반도 전
체를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대리인이
김일성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세계적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전쟁에 깊이 개입하게 되어 한국전쟁은 내전적 성격을 넘어 한층 격
렬하고 비참한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택동은
미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신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항미원조라는 미
명하에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국제전적 내전이
아니라 ‘내전적 상황을 이용한 국제전’의 성격으로 출발한 것이고,
북한과 소련, 중국이 개입해 결국 남북 간의 전면적인 정규전이 일어
난 것이다.5
모택동이 한국전에 출병을 결심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국제주의 책임의 이행, 미 제국주의를 직접적인 적수로 생각하는 혁
명정서, 신중국의 안정과 주권을 보호하려는 지도자 의식, 그리고 중
소동맹 유지의 전략적 사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6 이 4가지 중에서 중
소동맹조약을 이용한 중국공산당 신정권 보호가 가장 결정적인 동기
라 할 수 있다.

5

이완범, 『한국전쟁-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pp. 11~12.

6

션즈화,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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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

1950년 10월 2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18차 상무위원
회보고에서 주은래 총리는 “조선(북한)문제가 우리들(중국)에게 있
어서 단지 조선(북한)문제가 아니라 대만문제와 연계되는 문제다”7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중공은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였다. 북중관계는 항일투쟁과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북중양국
을 아주 강하게 연결시켰다. 한국전쟁은 중국참전 이전에는 ‘내전’으
로 규정했으나 대만문제가 연계된 후 한국전쟁은 중국에 대한 미국
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
전쟁은 미국의 위협에 대해 스스로 안정을 지키는 ‘보가위국(保家衛國)
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한반도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
게 되면 동북지방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했고 이로부터
도출 가능한 중국의 한국참전 목적이 동북지방의 방위였던 것이다.
1950년 11월 4일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의 합동선언에서 “역사
의 사실은 조선(북한)의 존망이 중국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으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문이 무너지면 집이 위험하다. 중
국인민이 조선인민의 항미전쟁(抗美戰爭)을 지지한 것은 단지 도의
상 책임 분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절실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자위(自衛)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웃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할 뿐 아니라 조국을 지키는 것에는 조선인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8고 언급했다. 이것은 중국의 참전 의미가 1차적 요인

7

周恩來, 『周恩來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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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이고, 2차적 요인은 북중 간 우의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성국이 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의 참전 및 스탈린의 사망
이후 북한문제에 관한 중국의 발언권과 주도권은 점점 커졌다.
모택동이 출병(10월 8일)을 결심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항일운
동과 국공내전 시기 동북지역에서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진 빚 때문
이다.9 모택동과 김일성의 조우는 북중관계의 기원을 조망하는 계기
가 된다.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을 상호 연결시키고 북중관계를 혈맹
의 관계로 초석을 다진 중요한 사실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공산당에
대한 김일성의 지원이었다. 1946년 국공내전 때 북한은 후방기지였
고, 소련의 스탈린은 변덕이 심했으며, 소련 공군의 중국공산당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중국공산당은 위험에 처해있었다. 이 때 김일
성은 중국공산당을 후방에서 지원하여 모택동을 구원해준 적이 있
다. 모택동은 이 빚을 갚으려고 했다.

항일운동과 모택동의 보은

국공내전 당시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지원한 내용은 △북한 북부지
역을 중국공산당의 후방기지로 제공(18,000명 정도 중국공산군 대
피, 전략물자의 85% 이동 보관, 무기공장의 피난)했고, △중국공산당
에게 육상과 해상의 전략적 교통로(안동-신의주-남양-투먼으로 이어
8

“中國各民主黨派關與抗美援朝保家衛國的連合宣言,”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獻淮編』,
第1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 55.

9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제1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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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육상통로, 대련-남포와 대련-라진간 해상교통로, 3백만톤의 물
자와 1만여명의 병력 이동)를 제공하였으며, △무상지원과 물물교환
및 판매등 필수 전략물자지원(유산, 질산, 글리세린 폭약 등),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에서 국공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선의용군
과 동북항일연군 등 다수의 조선인들이 중국혁명에 참가하였다. 중국
혁명에 참가했던 대표적 인물들은 김일성, 무정, 최용건, 김책, 박일
우, 이상조 등 해방 후 북한에 들어와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들이다.10
김일성이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중국은 조선족 부대를 먼저 참
전시켰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첫 출진은 13병단(18만 명) 38･39･40･
42군(군단급)이며, 지원군 사령원(관)은 팽덕회(彭德懷)였다. 1950년
11월엔 9병단(12만 명)이 도강했다. 모택동의 지시는 야음을 틈타
이동하는 것이다. 미군 정찰기의 감시망 피하기 위해서 ‘인민지원군
의 이동은 황혼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어둠을 틈타 적유령(狄踰
嶺)과 낭림(狼林)산맥을 넘어 짧은 기간에 30만 대군을 한반도에 침
입시켰다. 이처럼 야음을 통해 한반도에 진입한 중국인민지원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 전역을 유린함으로써 전황을 역전시키고 미군의
정보정찰 자산을 무력화 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모택동은 결국 스탈린과 김일성의
결정을 수용해야할 입장이었다. 물론 한국전쟁 초기에 소련은 중국
의 전쟁참여를 원치 않았으나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이후 중국의 출

10

조수룡, “북한과 중국: 태생과 고락을 함께한 형제적 관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
구원 엮음, 『글로벌 혼돈의 시기 한중관계의 진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0),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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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요청하게 되었다. 전쟁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모순이 나타나는
데 이러한 모순은 한국전쟁에서 작전지휘권, 남하의 여부, 정전담판,
철도관리권 등은 북중관계에 있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와 매
우 밀접한 사안으로 전후 처리과정에서 북중 간의 예견된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스탈린의 지지 표명이 있은 후 모택동
은 북한에 대한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유야 어떻든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출병은 정권
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김일성을 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소
위 항미(抗美)전쟁을 통해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북중 양국의 지도
자와 군대와 인민은 공동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고 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혈맹관계에도 불구
하고 북중 간에는 초기 중국군과 북한군의 군대 지휘권의 귀속문제
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 김일성은 주권과 존엄을 고려하여 북한 군
대에 대한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전황을 살펴볼
때 김일성이 계속 지휘권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리하였다. 정권을 잃
는 것보다 중국지원군이란 외세에 의한 정권유지가 더욱 절실했고,
차후 반전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는 것이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지휘권 확보

결국 스탈린이 전쟁지휘권을 중국동지가 통일 지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연합사령부가 설립되었고 중국인이 연합
사령부 사령관을 담당하는 것에 김일성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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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입장에서 군사지휘권을 잃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중대 사안이었
다. 즉, 한국전쟁에서 외국인이 자신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체
면을 잃는 일일뿐만 아니라 당내 파벌 투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가운데
자신의 통치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다.
결국 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작전 및 전선에 속한 일체의 활동은 모
두 연합사의 지휘에 귀속 되었고, 북한 정권은 단지 후방동원, 훈련,
군정, 경비 등 후방 군사업무만 담당하였다. 지휘권 이양문제는 북중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철도관할권이었다. 철도관할권은 북한의 내
정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중 양국사이에 격렬한 논쟁
이 오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표면상으로는 전투를 치른 전우라 하
여도 일련의 전략적 선택과 각자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있어
서는 실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완전히 중국
전쟁지도부와 대립되는 입장을 취할 때도 있었다.

나. 정전협정과 주도권의 이동
김일성의 정전협정 의도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 1951년 7월부터 전쟁이 끝
나는 1953년 7월까지 국부적인 전투와 협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모
택동은 1951년 5월 말에 중공 중앙회의에서 “싸우면서 담판을 통하
여 문제 해결을 쟁취한다(邊談邊打)”라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반면 김
일성은 모택동의 전쟁 장기화 계획에 반대하고 중조연합군의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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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에 총공격 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전
쟁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북중 간의 미묘한 협상의
결론은 스탈린만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중이 중요했다. 김
일성의 계속되는 1951년 8월 총공격 요구에 모택동은 하는 수없이 스
탈린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의 정전의사를
존중해서 한국전쟁은 싸우면서 담판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의도는 속히 정전에 합의하여 북한 지원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정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담판이 필수적이었다.
모택동은 1951년 7월 27일 김일성에게 만약 미국이 현재의 전선
을 휴전선으로 고집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고 통보하
였다. 김일성은 즉각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군사적 타
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로 인해 김일성의 모택동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졌고,
소련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졌다.

김일성의 정전협정 주도권 상실

1952년 하반기 한국전쟁의 전황은 대체로 평형을 이루게 되었고,
동시에 판문점 정전화담은 전쟁포로 문제 해결방법을 두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전회담은 큰 진전이 없었다. 1952년 2월
판문점 담판에서 정전협정 체결 후 90일 이내 관련국가 정치국회의
를 개최하여 조선(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모택동은 전쟁을 계속 할 것을 주장했고, 김일성은 반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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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전조건을 받아들여 정전협정이 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유는 미 공군의 전방위 폭격은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송환문제도 미국의 자원송환원칙을 수용하고 중국의 전
원송환원칙을 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중 지도부간 상반된 견해
로 인해 충돌하자 스탈린은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전략적 차원
에서 모택동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김일성은 다시 한 번 전쟁 주도
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북한이 1952년 5월까지 속히 정전협정을 체결하려는 또 하나의
의도는 1952년 하반기 경제사업과 정치사업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현상유지 전제하에 하루
속히 전쟁을 종결지어 경제건설을 추진하여 북한에서 자신의 통치기
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김일성은 중소 두 강대국 사이에
서 강렬한 독립의지가 있었고, 북한에 자신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수
립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조선(북한)출병은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조선(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과 주도권의 상당 부분이 소련
에서 중국으로 옮겨갔음을 뜻한다.
전쟁 시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은 북중 양국 지도부 사이에서 첨예
한 의견 충돌과 갈등이 존재했지만 결국 스탈린이 개입하여 최종 결
과는 언제나 중국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으로 종결되곤 했다.
더욱이 중국이 소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행동은 북중 지도부
간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불신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비화되어 북중관
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여 사실상 북한지도부가 중국 지도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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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노선시기(1954~1968)
가. 종파사건과 주체의식 등장
종파사건과 반대파 숙청

단순히 표면적이고 일회적인 사건만 가지고 북중관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북한의 8월 종파사건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각자의 내부적 상황이 궁극적으로 양국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11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 개인숭배에 비판을 제기한 연안파와 소련파 등 당내 반대세
력을 숙청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간섭으로 강한 압력을 받
은 김일성이 결국은 반종파투쟁을 강행하여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
하고, 김일성이 북한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함으로
써 일인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지개혁으로 김일성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견고해진 북한에
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의 권력이 한층 공고해지는 양상이 나타
났다. 김일성은 개전 명분인 조국통일을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미
국의 개입으로 인해 세계 최강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상이 높아졌다. 김일성은 이를 발판으로 최대 라이벌인 박
헌영과 남로당 계열을 몰락시켰다. 이런 속에서 ‘수령의 교시를 실천
11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의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제31권 1호 (2007), pp. 27~55; 李成⽇，“中韩建交后中国对朝鲜影响⼒变化之分
析,”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5집 2호 (2012), pp. 71~76; 王俊生, “中朝‘特殊关
系’的逻辑:复杂战略平衡的产物,” 『东北亚论坛』, 2016年01期, pp. 54~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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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같은 구호가 나오고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반(反)김일성 세력(연안파, 소련파)은 1956년 8월 말로 예정된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용해 김일성을 끌어내리는 방안
을 계획했다. 합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권력
을 빼앗는 정변을 모의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의한 정변은 권력을 빼
앗되 완전히 빼앗지는 않는다는 비정형적 방식이었다. 즉 김일성이
보유한 노동당 중앙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만 빼앗고 내
각 수상 자리는 빼앗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창익을 노동당 중앙위원
장에, 김일성을 내각 수상에, 최용건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배치하
는 3인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이런 집단
지도체제는 공산당 정치체제에서 보편화된 권력분산 구조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정변모의를 사전에 눈치를 채고 역공을 가해 반
대파들을 숙청했다. 숙청에 대한 소련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일성
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권력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 반대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은 아니지만, 적어도 파벌 단위로 김일성을 공격하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8월 종파사건의 실패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
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정권이 3대에 걸쳐 승계되는 결정적 초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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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주체의식 출현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이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강대국에 대해 강
한 불신과 불만을 품고 본격적으로 ‘주체’를 강조하게 되었다. 8월 종
파사건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간섭은 노골화되었다. 이후 김일성
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고, 한
국전쟁 이후 북한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고 전후 복
구사업에 공헌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모택동
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를 단행했다. 이러한 중국인
민지원군의 완전 철수는 당시 북한이 안보요인 못지않게 국가의 자
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후 김일성은 당내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주체사상을 출범시켰다.

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모택동의 김일성 견제

북중관계에서 볼 때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이후 북한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53년 7월 27일 미
국, 중국, 북한 간 3자에 의한 휴전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
향력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휴전협정에서 3개월 이내 고
급정치회의의 개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한반도문제
의 평화적 해결 및 기타문제는 교섭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다시 중국침략의 발판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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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중국대륙침략의 기지를 건설한 방법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서 과거 일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 침략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다. 이 시기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침략의 도약대가 될 위험성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중국이 미국에 적대적인 관계를 부각시
키고, 북한 또한 미국에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중국에 의한
대만성 수복과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혁명과업의 완수라는 시
각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는 타이완 문제와 한국문제가 단지 미국의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상징적 연계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구체적
인 적을 실질적으로 연계한 인식이었다. 즉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연계된 문제로써 ‘인
민지원군의 철수’문제는 북중 간의 문제에서 항상 대미관계를 중심
에 두고 처리할 문제였다.

1차 인민지원군 철수

제1차 인민지원군철수는 제1차 대만해협 위기와 관련이 있다. 제
1차 인민지원군의 철수는 단순히 북중관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문제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대문문제를 국내문제로 보
는 가운데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개입은 당연히 내정간섭으로
인식하고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냉전시기 미국의 다음 침략 목표
가 대만이라고 생각한바 대만해협에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집중시켜
야 할 필요가 있어 중국인민해방군의 철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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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지원군의 철수는 1955년 10월 이후 1958년 2월까지 중단되
었다. 중국의 인민지원군 철수 중단은 김일성의 주체선언,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연안파의 숙청 등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김일성
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강력한 의도였다. 김일성은 중소의 내정간
섭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하게 연안파를 숙청한 후 김일성의 권력기
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지원군의 철수가 필요 불가
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민지원군 철수 재개
는 중국에게 있어서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연안파의 상징이었던 김
두봉이 1957년 9월 숙청되고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북중 간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인민지
원군의 철수 중단과 김일성의 권력기반 확립은 상호 인과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
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북한 지도부 내의 친중파를 통하는 방
법이 있다. 이 시기 김일성의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를 숙청했기
때문에 중국은 두 가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무위
로 돌아갔다. 그 결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일성의 인민지원
군 철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제2차 인민지원
군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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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민지원군 철수

제2차 인민지원군 철수는 제2차 대만해협위기의 결과이기도 하
다. 제2기 인민지원군 철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인민과 정부의 요청
이 있다면, 중국은 지체 없이 압록강을 건널 것’이란 단서조항을 달고
인민지원군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중국인민지
원군은 1958년 3월부터 4월 두 달에 걸쳐 6개 사단 8만 명, 7월부터
8월까지 6개 사단 및 특수부대원 10만 명을 철수시켰고, 한반도에
남은 인민지원군은 7만 명뿐이었다.
이 시기 1958년 7월 말 제공권을 둘러싼 중공과 대만간의 전투는
대만해협의 긴장을 불러왔다. 그해 8월 23일부터 시작된 진먼도와
마조도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포격은 제2차 대만해협 위기를 초
래했다. 대만해협위기 발생은 미국의 개입이 단연한 것처럼 됐지만
1958년 9월 덜레스 국무장관의 무력행사포기 선언은 미중 간 전면
전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덜레스 국무장관과 주은
래 총리 간 미중회담이 재재된 이후 10월 26일까지 3개 사단 및 지원
군 총부와 후방보초부대를 포함한 7만 명을 철수하고 판문점 정전위
원회 대표단으로 남은 병력 외에 중국은 완전히 한반도에서 인민지
원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중국이 인민지원군의 완전철수를 기획한
의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실감시켜, 중국의 존재를 무시하
지 못하게 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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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회복기 중국의 지원
한국전쟁 후 사회주의 원시축적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원조물자는 560톤, 전비는
60조(구인민폐), 사상자는 35만 명에 달했다.12 중국 역시 사회주의
건설 초기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한국전쟁 참전으로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원시축적 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제시한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핵심은 ‘잉여의
원천’과 ‘원시축적 방법’에 관한 두 가지 명제이다. 사회주의 공업화
를 위한 원시축적의 주된 담당자는 농촌 또는 농민이며, 잉여흡수 방
법은 과세, 국채, 은행제도 및 가격정책이다.13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미미한 경제개발 초기의 공업화과정에서
도시노동자의 임금이 공업화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
문에 국가는 농촌을 도시노동자의 식량공급부문으로 설정하여 상품
경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국가에 농
산물을 공출하도록 농민에게 강요한다.
반면 국가권력은 경공업제품의 가격을 농산물 가격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설정하는 불평등교환을 이용하여 농촌에서 잉여를 착취한
다. 농-공 간 불평등교환에서 형성된 잉여가치는 모두 국가기관으로
흡수되었고, 거래 과정에서 징수한 세금과 함께 국가가 중공업부문
12

裵堅章 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第1卷(1949-1956)』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p. 9.

13

葉･阿･普列奧布拉任斯基 著, 紀濤 蔡愷民 譯, 『新經濟學』 (北京: 三聯書店, 1984), pp.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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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원천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
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업화 자본을 조달하였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하지만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원시축적은 토지
개혁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대외원조가 주요 경제복구 및 경제건
설의 자금원이었다. 주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전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을 능가했다. 이 시기
중국의 대 북한 의도가 분명해진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더욱 신
경을 쓰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 당국에 군대 직접 원
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자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가 철도 운송부문이었다. 1951년 북중 연합 운수사령부가 창설된 이
후 1953년 말까지 인민폐 2억 위안으로 중국이 북한에 직접 원조한
금액은 95%에 달했다.
또한 전쟁 3년 동안 중국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경제 및 생필품 원
조 총액은 1953년 말 7.3억 위안에 달한다. 전쟁기간 북한에서 중국
으로 유입된 난민은 13,000여명 정도인데 이중 연변지역에 수용된
북한 난민은 12,000여명으로 제공된 구제액은 14.88억 위안이고,
의류는 43,180벌, 난민들에게 제공된 귀국비용은 10.1억 위안이었
고, 1950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전쟁 부상자 5만여 명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경제외적인 부문에서 다수의 노동자와 선원 및 대학생들을
수용하여 중국에서 학습을 시키는 한편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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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조선 구호문자들에 대해 국경통과세를 면제하기도 하였다.14
1959~1962년의 장기무역협정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2개의 차관
협정이 체결되었다. 냉전시대 북한의 대 중국 외교의 목표는 중국의
‘강력한 지원’에 있었다. 실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을 크게 지원하며 영향력을 키워갔다. 1954년부터 1957년
까지 중국은 3억 20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이 기간 북중
양국은 김일성-마오쩌둥, 김일성-저우언라이 등 15차례에 걸친 정
상급 회담을 진행했다.

라. 중소분열과 등거리외교
중소 이념분쟁과 북한의 반응

북한은 중소분열을 틈타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중소 어느
쪽 편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노선을 견지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선
은 중국과 소련에게 주체를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었
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문제인 대미위협은 중국과 소련 어느 한쪽
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
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양자 간 관계를 최악
의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주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시기 맺
어진 북중동맹은 공동의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상호방위
조약 성격의 협력적 방위체제라기 보다 상대방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

14

션즈화,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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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적 관리규범체제의 성격이 더 크다.15
국가 내부의 정치상황이 북중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사건
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다. 문혁 당시 중국의 홍위병들은 김일성과
북한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했다. 문혁으로 야기된 북중갈등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퍼부으면서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1969년
최용건이 중국을 방문하고, 1971년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불
편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처럼 북중관계는 내부의 정치적 변동이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상황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벗어나 나름대로 ‘자주’의 길을 찾
아가는 동력을 만들었다.

중국 문화대혁명과 북한의 자주노선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시작과 북한의 자주노선 시도는 북중관계를
냉각시켰다. 문혁기간 홍위병의 김일성 비판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었지만 공식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편이었다. 홍위병들의 비판 내용
은 주로 북한내부의 권력투쟁, 김일성이 수정주의자라는 것, 김일성
이 문화대혁명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시
기 김일성 정원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백두산지역의 국경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 입장에서 주체를 상징하는 백두산 국
경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백두

15

최명해, 『중국과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출판사, 2009),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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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백두혈통’이라는 특별한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주체’ 문제 제기에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사안이다. 즉, 북한의 ‘주체’는 중소 두 사회주의 강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 간 국경문제는 중
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마지노선과 같았다.
다행히도 이러한 북중관계는 악화되지 않고 회복을 할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1969년 봄 중국과 소련 간 진보도(珍寶島)와 신강
(新彊)지방에서 국경지역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북한과 소련
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미 중
국은 1968년 1월 발생한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정
부와 중화인민은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의 미제국주의의 광적인 도발
에 반격하는 정의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한다”16는 입장을 표명함으
로써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도 미국의 위협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안전보장 측면에서 협력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은 문혁초기에 불편했던 양국관계를 조정해야했고, 이러한 인식하에
북중관계는 전면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
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조약｣을 체결하였
다. 이에 앞서 북한은 구소련과 ｢조･소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17을
16

劉金質･楊淮生,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淮編』, 第4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p. 1763~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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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7월 6일 체결하였으며 이는 북･중 동맹과 함께 냉전기 북한
의 안보 및 군사 지원의 큰 바탕이었다. 하지만 북중관계는 북중우호
조약(1961~2021)에 근거하여 60년간에 걸친 ‘준군사동맹’ 성격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은 별 의미가 없
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 버렸다.18 과거 혈맹, 순망치한, 사회주의
대가정과 같은 비합리적인 북중유대관계는 냉전 이후 점차 양국의
국익에 따라 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4. 미중화해와 북중관계(1969~1984)
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확립
주체사상의 확립

1960년대 후반 들어 북중관계는 일시적으로 멀어졌지만 곧 회복
됐다. 당시 북한은 국방･경제 병진노선에 따라 소련과도 밀착했다.
196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기
회주의’로 비판하기도 했다.

17

냉전이 끝난 1994년 6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시 당시 옐친 대통령과
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러시아는 1995년 8월 7일 북
한에게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었다.

18

문흥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제38권 3호 (2014), p. 26. 특히 북중우호조약이 2021년 이후에도 지속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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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
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과 중국은 이에 대해 수정주의라 비
판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지도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 종파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
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에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
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주체’라는 용
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
을 했을 때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
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
는 립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
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빨치산파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
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제2부 - 김일성 시대 북중관계 ┃ 55

주체사상과 북중갈등

북중갈등은 1969년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
을 발표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데탕트 시대가 열렸고, 소련의
내정간섭에 북한이 반발하며 중국과 다시 가까워진 것이다.
1969년 10월엔 5년 여 만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중했다. 마침
내 1970년 저우언라이가 평양을 방문하며 양국관계가 정상화됐다.
당시 김일성은 같은 해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해 경제, 군사, 친선, 과
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복원시키며 북중관계를 완전히
복원시켰다.
주체사상의 성립은 북한에게는 전통적 중화질서에 대한 저항의 역
사이자 중국에 대한 사대의 극복과정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전통적
중화질서로부터 분리 독립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과 중국은 신
뢰할 수 있는 확실한 동반자는 아니었다.

나. 남북대화와 평화공존의 모색
북한 노동당의 4월 테제

1955년 4월 테제의 조국통일 노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월 테
제에서의 혁명노선은 북한의 혁명과 남한의 혁명의 독자성을 강조함
으로써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북한만으로 사회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즉 김일성은 4월 테제를 통해 북한 국내의 사회주의 건설
을 우선시킴으로써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과
시하면서 한국 국내의 동요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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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소 평화공존을 전제로 조선혁명노선을 구축해야만 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한반도
를 통일하는 것은 어려웠고, 또한 북한이 직접 움직여 주한미군을 철
수시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다. 결국 북한으로써는 미소 평화공존
을 전제로 한국에 평화통일 제안을 반복하면서 한국에서 혁명적 상
황을 조성하는 것을 조국의 평화통일 노선의 중심 과제화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최초의 남북한 공동선언

이러한 북한의 전술적 변화는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으로
가시화되었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체
제경쟁을 제안하였다.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
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언급하였다. 남북대화의 시작
은 냉전 체제의 완화(미중/중일수교),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평화 공
존의 분위기 형성, 남북 간 실체를 인정하는 것 등으로 시작되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이에 따른 박정희 대통령의 ‘데탕트 위기론’
은 남측과 북측의 최초의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최초의 ‘평화협정’
을 성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8･15 경축사에서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
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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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언급했다.
박정희 정권은 닉슨 독트린 이후 데탕트를 남북관계 개선을 기회가
아닌 위기로 판단했고, 이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
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
하면서 남북대화가 개시되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분단된 조국통일
문제를 협의 및 남북 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
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6월 29일 이후락･김영주 양자의
합의내용 서명을 끝내고, 7월 4일 오전 10시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조국통일원칙을 발표하였다.19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 간 정치적 대화통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
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최초의 합의 문서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었으며
상시적인 논의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남북한
간의 의견대립으로 대화가 중단되었고 남북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
여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 남한에서는 10월 유신
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면서 김일성 주석 체

19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결하여야 한
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한 쌍방은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합의, ③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
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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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들어졌다. 〮1970년대까지 독재 정권은 통일 정책을 권력 기반
의 강화에 이용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는 억제하였다. 〮
이후 6.23평화통일선언(1973)을 통해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제의
하고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
이듬해에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하기도 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우선순위
는 국내정치였다. 결국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
북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남북 상호간의 공존의 의
지가 결핍된 현실로 인해 단명으로 끝나고 한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호혜평등의 원
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화를 개방, 북한이 한국과 같이 유엔에 참여하
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1973년 6.23선언은 대북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의혹을 샀다. 남북공동성명 직
후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 김영주는 ‘두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6.23선언의 폐기를 요구하며 남북대화 종결을 선
언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 국면은 막을 내렸다.

북한의 통일 의지와 중국의 반응

1970년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중심은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
련된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제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다분히
명분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론은 인민일보 사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민일보는 한국전쟁 발발 24주년 관련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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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6. 25.)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떠한 외세의 간섭
도 없는 조건하에서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 시키는 것’
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공동투쟁에 있어서 중국인
민은 영원히 영웅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단결하고 상호지지하고 상호
학습하여 공동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강령(1973. 6. 23.)’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20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베트남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의 한
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대남비방이나 대북지지 논조가 1974년 이후
부터 중국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유는 만
약 동북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소련이 개입할 것이고 소
련의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는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
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허용하지 않았으
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이 어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반대하
였던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면에는 김일성의 중국 떠보
기도 한 몫 하였다. 김일성은 당 창건 30주년 기념일(1975. 10. 9.)
에 한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서 일시적 정
전 상태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
민족통일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당시 북한은 베
트남 공산당의 승리에 고무되어 한반도에서 통일의 시기가 도래했다

20

서보혁･이창희･차승주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서울: 도서
출판 선인, 2015), p. 230.

21

위의 책,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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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한 한반도 통일 달성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
서만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서 김일성은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
과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해 극단적인 공
격적 군사조치(무력도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으며, 중국정
부는 북한의 미국 및 남한 정부에 대한 적대적 대결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냈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인 챠오관화(喬冠華)는 ‘만약 한반도에
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단지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군
대를 파견할 것이고, 만약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단지 도덕적 지
지만을 보낼 것이다“22라고 단언 하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낸 것
으로 북한은 통일을 위한 투쟁에 중국의 정치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
지만 중국은 외부세계에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
주기 식 대북한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
책은 현상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로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북한
과 중국 간의 이견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23

22

위의 책, p. 232.

23

위의 책,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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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중수교와 북한의 반응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의 철수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괌 선언)은
아시아 방위책임은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가 담당하고, 미국은 핵
우산을 제공하여 대소 봉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24 닉슨 독트
린은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도 반영되어 1971년 6월까지 6만 1,000명의 주한미군 중 2만 명이
철수하게 되었다.
미중수교에 대한 미중 수뇌부의 결정은 분명하였다. 중국과 미국
은 수교를 통해 30년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정상화(1979. 1. 1.)
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
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5라고 했고, 등소평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흡수하고 싶다”26라고 했다. 미국은 소련에 공
동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중국은 개혁개
방의 길로 가기 위해 경제 선진국 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

24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
(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군사적
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
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25

헨리 키신저 저, 권기대 역,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2), p. 325.

26

위의 책,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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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27 이는 미중 양국의 적과 동지로서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수교였다.

닉슨의 방중과 북한의 태도 변화

닉슨의 방중으로 마중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자 북한의 태도도 변
하게 된다. 중국의 대미 인식 변화로 인해 북한은 사회주의 국제연대
를 포기하고 1974년 대미 직접 관계모색을 하게 되었다. 북한이 대
미 직접 교섭을 진행했다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중국의 의미를 축소
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더 이상 대미 안전보
장에서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만일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인
식도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그토록 ‘긴장과 전쟁의 원흉’으로 생각
하는 미국과 직접 교섭은 필요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더 나아가 북한 이 주장하는 자주노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미
직접 교섭 제안은 스스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노선과 부합되는 것
으로 소련이나 중국과 관계없이 미국과 직접 교섭하는 그 자체가 진
정한 의미에서 자주노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미국
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중 간 형성
되었던 대미 안전보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었다.

27

벤저민 양 지음, 권기대 역, 『덩샤오핑 평전』 (서울: 황금가지, 2004),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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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판문점 사건과 중국의 반응

1970년대 북한의 외교는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시기였으며, 중
국 또한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을 관
리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데탕트를 통해 미국
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한반도에서 안보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런 와
중에 1976년 1월 베트남은 공산주의자 호치민에 의해 통일을 달성
했고, 한반도에서는 서해상의 서북5도와 판문점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76년 6월 서북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발생했
고, 이어서 1976년 8월 5일 남북한 양족에서 수분동안 총격이 오갔
으며, 급기야 1976년 8월 18일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소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은 UN군 사령부 경비 3초소와 5초소 사이의 시야가 장애가 되는 커
다란 미루나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민군 경비병들이 기타
UN장병들을 도끼자루와 몽둥이로 공격한 사건으로 2명의 미군 장
교가 살해되었고 몇몇 다른 군사관계자들인 미군과 한국인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군
은 B-52. F-11전투기 18대, GBU-15레이져 유도 활공포탄을 장착
한 F-4E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남한은 정규전에 대비해서 발령
하는 전투준비테세 ‘데프콘 3’를 발동시켰으며, 북한은 ‘조선인민군

64 ┃ 북중관계: 1945-2020

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인민군 전부대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태세를 작출 것을 지시하였다. 다른 한
편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어 ‘이번 사고
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자’는 조선인민군 총사
령관인 김일성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2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강화하였으며, 1977년 카터 정부의 철군
을 전제로 군사적 지원이 확대 되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였
다. 1976년 8월 중국 언론은 8.18 판문점 도기 만행사건에 대해 제
한된 보도를 하였고, 자체 논평을 하지 않은 채 북한 언론을 인용 보
도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 사건으로 판단하건데 중국은 미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했으며, 주한 미군의 철수에
따른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소련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다.
더욱이 1978년 5월 화국봉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
담을 하는 가운데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에서 김일성의 ‘즉시
철수’와 화국봉의 ‘전면철수’로 의견이 나뉘어 중국은 주한 미군의
‘한시적 주둔’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북한에게는 중국
과의 협력이 제한적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한반도에서 북한
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28

서보혁･이창희･차승주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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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서 한반도의 분단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은 기
정사실화 되었다.29
이 사건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을 한시적으로 주둔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
는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북한이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와 중국의 반응

1980년대 초 국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 시
기 북한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미소간의 신냉전, 한
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의 친밀도, 강화된 한
국의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북한입장에서는 심
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북한은 국제적 안보 위협요인을 해
소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정권 엘리트들을
제거함으로서 한국정세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한편 KAL기 폭파사건
으로 인해 고조된 한국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3국에서
의 테러를 주도하였다.30
1979년 12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국제사회는
29

위의 책, p. 237.

30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담론 201』, 제9권
3호 (2016),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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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미중일이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련
을 포위하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소련이 아시아 지
역에서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과의 보수연대
를 강화하였다. 소련은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중거리 핵미사
일협정(INF), 상호균형감군협상(MBFR) 등 각종 군축협상을 일방적
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아시아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인 SS-20 중거
리 핵미사일을 바이칼 호로부터 약 1,000km 동쪽에 배치하였다.31
이러한 신냉전은 한국과 북한에게도 기회와 도전이 되었다. 북한
의 입장에서는 신냉전으로 인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에서 안보의 우위를 다시 한 번 점하기 위한 기
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주변국가
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반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에게 미소간의 신냉전
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 안보위협을 고조시켰다.32
이 시기 한일 안보경협과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북한은 딜레마에 바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한미
일 삼각동맹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중소의 북방삼각관계를 활용하였
으나 중국이 대미 및 대일 관계 강화로 북중소 삼각관계는 균열이 생
기고 안보대응에서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31

강석호 엮음, 『80년대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땅뜨』
(서울: 거름, 1980), pp. 71~95.

32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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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심각한 대남한 정책의 저해요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 초 한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북한의 견제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1982년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
했을 때 북한은 한중간 교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중국에 공식적인
규제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33 중국은 1982년 9월 25일 이스라엘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한국의 간접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정세의 불안정 조성과 비동맹 외교의 약화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은 아웅산 테러라는 무모한 행동을 자행
하였다. 1988년 한국이 서울 올림픽유치에 성공을 하였고, 한국경제
가 북한을 여유롭게 앞서고 있다는 상황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용
하기 힘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동맹 외고를 약
화 시키고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을 만들
었던 것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공식 방문 중 아웅산 묘소 헌화행사
시 북한 측 테러분자들에 의해 암살폭파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으로 인하여 한국 대표단 17명이 순직하고 14명이 부상했으며, 미얀
마 측 4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얀마는 북한
테러에 대한 최대 응징으로 북한과 단교를 했고 코스타리카 등 3개

33

양성철･강성학,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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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했고, 호주 등 10개국이 대북한 수교
불가 원칙을 밝혔으며,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의 25개 국가가 공식적
인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비동맹외교가 잠시 위
축되기도 했지만 그 여파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 자본주의 진영과 일부 제3세계국가들로부터 비판
을 받고 테러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은 북중관계를 후퇴
시키는 사건이긴 하였으나 양국관계가 심각하게 냉각되지는 않았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비난보다 북한을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중
국 측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이 소련과의 전략적 밀착
을 긴밀화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을 통제 불능 상태로 방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아웅산 테러는 한국사회의 불안정 유
도라는 적극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중소관계 속에서 소련과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상의
이익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34

34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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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개혁개방과 북한의 체제정비(1985~1994)
가.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반응
중국의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국제정치 각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탈냉전기의 도래는 북중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미 1970년대
후반 결정되었으나 사실 탈냉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오늘
날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냉전종식을
계기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전
방위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북한의 핵개발은 사실상 동일한 손실을 초래
함으로써 지도부의 현실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도 1980년
대 초 중국과 비슷하게 개방을 시도했다. 중국이 1983년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외국기업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듯이 북한도 1984년 합자경영법을 반포
한 후 이어서 외국인 소득법, 외환관리법, 자유무역구법을 제정 공포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의 정신을 내세워 처절한 반성을 통해 개방을 했고,
북한은 그다지 개방이 절실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고,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김일성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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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책을 포기하고 핵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1962년
에 제시한 노선은 “강력한 주체적 혁명역량을 꾸려 조국통일의 대사
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경제건설에 충당하던 재원의 상당부
분을 국방건설로 옮겨 양자를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
표로 했다. 북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기점으로 ‘대외무
역부문의 악화 → 국내산업부문의 침체 → 농업생산량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붕괴과정을 통해 마비되었다.35

북한의 선군정치 태동

그런데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기와 경제
난에 직면한 북한이 김일성 사후 3년간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김정일 총비서는 체제생존을 위해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매달렸다. 즉, 경제보다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후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36
따라서 북한의 개혁 프로젝트는 ‘제한적 대외개방 → 내부경제개혁
→ 시장도입’이라는 프로세스로서 ①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 권
력 승계가 일어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②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③소유제의
개혁 없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④계획과 시장이 공
존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37
35

박희진, 『북한과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9), p. 99.

36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평가,”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호(201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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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북중관계의 변화는 폐쇄적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
서 일당독재와 부자세습 체제를 고수해 온 북한과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간의 북중 간 전통적 유대관
계를 유지했던 중요한 매개체는 양국지도자의 인적 유대와 이데올로
기적 연대였으나 탈냉전기의 도래는 이데올로기적 유대감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90년 한소수교에 이은 1992년
한중수교는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다.

나. 한중수교와 북중관계의 냉각
필요에 의한 한중국교정상화

중국이 실용주의적 개혁개방노선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이 필요했다. 한중 국교정상화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중국은 북중관계의 지속과 한
중관계의 변용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고수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
게 된 것이다. 북중관계가 일정 부분 양국의 정치이념과 국민들의 사회
문화적 심리 상태의 영향을 받아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또한 중국
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다. 냉전 종식 후 북중 양국 관계는 상당히 소원
해졌다. 냉전 직후 중국은 경제건설 중심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점점 폐쇄적인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다.

37

박희진, 『북한과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학』,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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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계기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결정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북일 국교정상화
와 남북대화 등을 중단하였다. 더욱이 1993년 3월 핵무기확산금지
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대외관계는 미국위주로 전개
되었고, 미국을 향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변용이 가시화 되었다. 즉
북한은 대미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북중관계와 남북관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한중수교와 북한의 저항

북한은 미중 국교정상화와 한중 국교정상화를 통해 한반도가 냉전
체제의 해체과정에 돌입하여 북한만이 냉전체제의 유물로 남게 된다
는 초조감도 있었다. 결국 한중수교가 초래한 결과는 북한의 NPT 탈
퇴와 대미교섭의 일원화였는데 이것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북한의 안
전보장 후견인을 상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역전
시키고, 체제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목표로 정한 것
은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분산시켜,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
화 시킴으로써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상대적 영향력 우위를 확보
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중국
의 대한반도 정책(미･북･중 3자회담)에 대한 입장은 한중수교 이후
에도 계속되었다. 이제 북중관계에서 안정보장문제와 이데올로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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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해체되고 오직 전통적 관계만이 남아 있었다.38
특히 한중수교에 이은 양국의 빈번한 인적교류와 경제무역관계의
진전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소외감을 가중시켰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수정주의’라 힐난했고, 중국은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영도체제’를 ‘차이문화’로 수용하지 못하고 북중 간의 인문
교류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민족자주를 강조하며
핵개발에 매진한 북한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려
는 중국의 의도는 합치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의도
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체제생존을 위한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과
주체경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통한
안전보장’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서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있어서 ‘지정학적 회귀’라는 아주 원
치 않는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관리

중국은 현재 및 미래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균형자
의 역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 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중국의 운신 폭이 좁아지는 악순환을 피하고, 북중 양자관계
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최소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38

히라이와 슌지 저, 이종국 역,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3), pp.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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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 중국에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아니라 정상적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중국은 이것이 중국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개가 평화롭
게 진행되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고,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 그리고
신형대국관계의 순조로운 연착륙에 집중을 하는 것이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목표가 북한 정권의 유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북중관계도 정상적 국가 간 교류와 양당 간 교류의 기초 위에서 진
행되어야 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지지할 때는
지지하고, 반대할 때는 반대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핍
박하지도 방치하지도 않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39
북중관계 중 원래 존재했던 이데올로기 요소가 명백히 약화되면서,
현재 북중관계는 정상적 국가 간의 발전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은 이른바 “중국의 꿈” 실현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 총력을 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의 안정화를 통해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의 이해와 지
지를 확보해야 하며, 안보적으로 중국이라는 안정된 후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얻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

39

“南京軍區原副司令:朝鮮若崩潰 中國救不了,” ｢文匯綱｣(온라인), 2014년 12월 1일; <http://
news.wenwei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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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구성 내용
구분

소극적 보장

적극적 보장

국가
(영토적 주권적 안정성)

∙ 미국의 핵 및 군사공격 금
지 약속, 북한의 주권보장

∙ 미국의 대북한 공존 정책의
수립 및 발표

체제
(노동당 일당체제)

∙ 북한의 일당체제에 대한 언
급 및 개선요구 금지

∙ 사회주의 북한과 국교수립,
경제지원 및 교류확대

정권
(백두혈통정권)

∙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덕적
비난 자제 약속

∙ 북미 간 정상회담, 관계정
상화

* 출처: 전재성,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전략 방향,” 『전략
연구』, 제23권 3호(2016), p. 12.

중국이 북한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정학적 가치 때문
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완충지(strategic buffer)로
써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이라서 지원해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 이익 때문에 지원해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면 자
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을 지원
해 온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지정학적 최전방에 위치한 국
가이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북한
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없다. 우호
적인 북중관계는 중국이나 북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인 안전장치이다. 때로는 북중 간에 발생하는 마찰에 대해서 과도하
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북중관계는 중소 관계와 같이 파괴적인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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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국 간에 존재한다. 그 근거는 중국은 소련처럼 북한을 통제하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항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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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1.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7)
가. 김일성 사망과 중국의 대응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 상황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실은 1992년 한중수
교였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한국과 공식 수교하
였다. 한중수교는 한국과 구소련의 수교가 이뤄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은 커졌다.
북한은 중국 측에 ‘항의비망록’을 전달하고, 중국이 김정일의 중국
방문 및 덩샤오핑과의 회담을 요구하자 거절하였다.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중국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도 취소하였
다.40 물론 한중수교 이후에도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
국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내고 1993년 7월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원
이 방북하여 양국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양국 고위급 교류가 없었던 것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실
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7월 8일 무더운 여름 북한 지도자 김일성
이 사망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1948년부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
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해왔다. 북한 김일성의 사

40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서울: 사회평론, 1999),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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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탈냉전 이후 북한 경제난과 함께 북한 체제 생존의 위기를 초래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북한이 머지않아 동유
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하거나,
지도자 변화 등으로 북한 사회주의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김정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정
일은 이미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얻고 조선인민군에 대한 리더십을 부여받았
으며,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41 이로써 김정일
은 1993년 이미 군을 통솔하고 통치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지도자
로서 자리매김하였다.42

김일성 사망에 대한 중국 대응과 북한의 소극적 대중관계 행보

북한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중국은 사망 당일 평양에 있는 중국대
사관을 통해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해졌다.43 김일성

41

김기천･최수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교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
판사, 2002), pp. 358~359.

42

백학순･이종석,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0), p. 45.

43

김하중, 『한국의 외교와 외교관: 김하중(상)』 (서울: 역사공간, 2018),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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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다음날 중국은 7월 9일 장쩌민(江澤民) 주석, 리펑(李鵬) 총리,
차오스(喬石) 상무위원장의 공동 명의로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일성
동지의 뜻을 이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을 훌륭히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공
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기를 굳게 믿습니다.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은 계속 공고발전할 것입니다”
라는 조전을 보내어 양국 관계의 지속을 강조하였다.44 북한도 같은
날 노동신문을 통해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위
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일관한 방
침”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후계 승계가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
회 이후 확고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의 북한 체제 위기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1983년
최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은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과정
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일성의 사망 즈음
에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하였다.
반면 한중수교 이후 북한 대외관계의 중심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동하였다. 탈냉전 이후 1989년부터 베이징에서 북미 양국은 접촉을
시작하였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를 계

44

｢로동신문｣, 199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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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북한은 탈냉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였다. 1992년 1월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 비서 김용순과 미국
국무부 아놀드 켄터(Arnold Kanter) 차관 간 최초 북미 고위급 회담
이 개최되었다. 당시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45
김일성의 사망에 앞서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미 양국 협
상의 물꼬를 터주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
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
회담은 무산된 반면 북미 양자회담은 지속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대미
관계에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제1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북중관계

북미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핵에 대한 IAEA 특별사찰을 둘
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여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미 양
국이 그해 5월 13일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였으나 5월
26일에서 29일까지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해 11월
UN 총회에서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에 기권하였다.46 이 시기의 중국은 한중수교 이
45

김정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68.

46

김하중, 『한국의 외교와 외교관: 김하중(상)』,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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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북 제재를 반대하였다.
이후 1994년 5월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하고 IAEA와의 사찰
협상이 결렬되자, 한미 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다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4년 6월
12일 일본을 방문한 중국 첸치천(銭其琛) 외교부장은 중국의 대한반
도 정책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 유지임을 설명하면서, 북한에게
긴장 심화 및 무력 충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상황은 확실히 알고 있
지 못하다면서 UN 안보리 제재를 실시한다면 북한이 NPT를 완전히
탈퇴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정세 긴장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재개하지 않으면서 대
미관계 개선에 집중하였다. 북중 간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
은 아니었으나 북한이 북미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북중관계의 개선은
지연되었다.

나. 제네바합의와 북중관계 개선
제1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태도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
도를 견지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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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졌으나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1994년 4월 재
미 언론인 문명자 씨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일성은 중국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며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47 중국도 한국에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되
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까지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원칙
만을 언급할 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해왔다. 1994년
10월 서울을 방문한 리펑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
다는 기본 원칙만을 언급하였다.48 1995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장
쩌민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 대한반도 문제의 기본원칙”
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 평화통일을 희
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49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관
철, 외교와 대화의 방식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등의 3가지 기본원
칙을 강조하였다.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중국 정책

제네바합의로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등의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을 확

47

월간 「말」, 1994년 6월.

48

「人民日報」, 1994年 11月 5日.

49

「人民日報」, 1995年 11月 18日.

86 ┃ 북중관계: 1945-2020

인받았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활
용되었다.
실제로 1995년 7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대표단(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의 외교위원회)에게 북한의 관리는 “미국이 최근 대두되는 중
국의 힘을 견제하길 원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50 이것은 중소분쟁 시기에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
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 즉 북한은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집중하였고 북
미관계 개선에 북중관계를 활용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접근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
였다. 1995년 6월 탕자쉬안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
해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완궈췐(万国权)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이 방북하였다. 1995년
북한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당시 완 부주석은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
당의 영도 밑에 부강번영하는 조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
빨리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였다.
1996/1997년 북한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1996년 7월에는 홍
수피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북한 홍성남 정무원 부총리가 방중

50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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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쩌민 주석과 리펑 총리를 만났다. 당시 장 주석은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조친선을 공고발
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1996년 7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35주
년을 기념하여 중국 대표단의 방문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뤄간(羅干) 국무원 비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리종옥 부주석과 김영남 외교부
장을 만났다. 주목할 점은 북한 대표단은 중국 최고지도자를 만난 반
면, 중국 대표단은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북중관계는 1995년
부터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양국 관계 개선은 제네바
합의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국이 한반
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여 적극적 개입을 한 것이었다. 제네
바합의는 북한이 NPT 탈퇴라는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여 외교적 고
립에서 벗어나서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대중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하였다.

다. 4자회담과 북한의 중국 견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북중관계

제네바합의 전후 북한은 대미 관계에 집중하는 한편, 한반도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무성 기자회견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한다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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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의 폐기와 정전기구인 정전위원회에서 철수를
선언하였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화해를 달성하고, 한반
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전 기구 대신에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51
이러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북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1994년 5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
회를 대신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15일 중국 인민 지원군 대표단을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시켰
다. 북한의 중국대표단 철수 요구는 정전체제 무력화에 일차적 목적
이 있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려
는 의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노력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평화체제 전환 시까지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4년 11월
리펑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
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유효하며, 따라서 정전협
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52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
의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었다.

51

｢로동신문｣, 1994년 4월 29일.

52

劉⾦質, 张敏秋, 张小明 編, 『当代中韩研究』, pp. 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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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가 중국과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
에 의해서 논의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증
대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휴전체제 전환문제가 중국과
남한이 배제된 채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또 해결될 수도 없다는 입장
을 견지하였다.
이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19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제안에 긍정
적으로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에 평 협정 체결을 요구하
였다.53 3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비망록 ‘조선정전체
계의 현 실태에 대하여’에서 정전협정과 정전감독기구의 유명무실화
를 지적하고 무력한 정전체계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대해 잠정협
정 체결을 주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며 주동적인 조
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54
이에 대해 그해 3월 중국 션궈팡(沈國方)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
자회견에서 “(중국이) 정전체제의 서명국은 아니나 직접 이해당사국
임”을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55 중국이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의 건설적 역할이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저지하고, 북한에 대
한 무력 흡수 의도나 정책을 반대하며, 북한의 내부 붕괴를 방지하는

53

｢로동신문｣, 1996년 2월 23일.

54

｢로동신문｣, 1996년 3월 9일.

55

｢人民日報｣, 199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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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정전체제 파기를 통해 한반
도 평화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이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에 대한 자신의 개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화체제 전
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는 데 유보적 태도를 보
였다.

4자회담과 북한의 중국 견제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중국과,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중국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견 차이는 1996년 4월 한미 양
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서 표출되었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1996년 4월부터
1년 이상 북한은 이 제의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수락
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4자회담이 제안된 4월 15일 ｢로동신문｣의 사
설 “우리 당과 인민은 백전백승의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갈 것이다”
를 통해 남한 정부는 평화협정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
다.56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어
서 한국과 중국의 회담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주장
하는 북미 ‘평화보장체제’ 대신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것은 한국과 중
56

｢로동신문｣, 1996년 4월 15일. 또한 같은 날 손성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도 기자 회
견을 통해 “한반도의 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
과 미국 이외 3자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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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한반도 문제에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는 4자회담이 반갑지 않았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
사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북한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기 때
문에 중국이 다시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거론하고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북한
보다 한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의 참여를 환영하지
않았다.57 북한은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예
비회담 및 본회담의 개최일자를 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애매한 태도
를 보이면서 오히려 4자회담 개최를 전후한 미국의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만 관심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4자회담 제의를 환영하면서 적극적 참여 의사를 전달
하였다. 4자회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들 사
이에 직접대화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외에, ‘2+2 회
담’ 또는 ‘2+다자 회담’도 역시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으나 한반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러한 4자회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6일 북한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첸치천 중국 외교
부장과 회동하였다. 이후 양국의 논의 결과 북한 측은 4자회담 형식
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57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2002),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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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3+1 회담’ 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58
4자회담 제의 이후 1년여가 지난 1997년에서야 북한은 4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혔고 북한은 1997년 3월 5일 뉴욕에서 개최된 4자회
담 관련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에 중
국대표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왜냐하면 북
한은 향후 4개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중국이 전적으로 북
한의 입장에 동조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4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며 결국 4자회담은 결렬되었다.
이와 같이 4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북한의 중국 견제는 1997년부
터 1998년까지 양국 외교 교류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중
수교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고위급 교류는 1999년이 되어서야 재개
되었다.

라. 북한의 경제난과 중국의 지원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북한의 대중국 신뢰 하락

김정일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자립적 민족경
제건설’ 노선을 견지하고,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추구하
였다.59 북한은 선군정치와 함께 ‘강성대국’을 내세우면서 비상 위기
58

이즈미 하지메, “북한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 보장,” 오코노기 마사오 편, 『김정일과
현대 북한』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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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
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94년 이후 급격히 붕괴된 북한의 경제는 일반 주민들의 식량 수
급까지 위태롭게 하였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
장률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
산은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북한이 2001년 5월 유엔아동보호기금
(UNICE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93년 991달러에서 1998년 457달러로 하락하였다.60 실제로 주
요부문 산업생산량을 평가해보면,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이
1990년에 비해 1998년에는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심
각한 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이었는데
1990년대 이래 농업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년 130여 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다.61
이 시기의 급격한 경제 하락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
소와 경화결제 요구로 더욱 악화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는
1992년부터 원유 공급에서 국제 가격 책정과 경화결제 방식(현금결
제 방식)을 요구하였고, 중국 역시 1992년 1월 체결된 ‘무역협정’을
통해 북한에 경화결제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9

강성윤, “21세기 북한의 전략: 21세기 북한의 전략: 주변 4강 외교와 남북한 관계,”
오코노기 마사오 편, 『김정일과 현대 북한』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327.

60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pp. 109~110.

61

북한 식량난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영훈, “공급제약과 체제전환,”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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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증가하여 1980년대 연
간 5~6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중무역 규모가 1993년에는 약 9억 달
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62 그러나 1994년 북한의 경제난과 함께 북
중 무역 규모가 축소되었다. 〈표 Ⅲ-1〉에 따르면 북중 간의 무역액은
1993년 8.99억 달러에서 1994년 약 6.24억 달러로 약 30% 감소했
으며, 1995년 약 5.50억 달러로 다시 하락하였다.

〈표 Ⅲ-1〉 북중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
년도

북한의 무역총액
수출

수입

북중 무역액
전체

수출

수입

북중 무역 비중(%)
전체

수출 수입 전체

1994 1,120,683 1,041,790 2,162,473 199,206 424,459 623,665 17.8 40.7 28.8
1995 921,414 1,250,790 2,172,205 63,596 485,998 549,594 6.9 38.9 25.3
1996 912,992 1,252,688 2,165,680 68,631 496,981 565,612 7.5 39.7 26.1
1997 1,312,519 1,315,763 2,628,282 121,605 534,646 656,251 9.3 40.6 25.0
1998 979,392 1,077,221 2,056,613 57,304 355,676 412,980 5.9 33.0 20.1
* 출처: 이기현･전병곤･이석･박동훈,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06.

게다가 중국은 1994년 동북지방의 옥수수 흉작을 원인으로 북한
에 대한 옥수수 수출을 대폭 감소시켰다. 1994년 중국의 대북 옥수
수 수출 규모는 1993년의 약 4분의 1의 규모로 축소되었고 1995년
에는 약 20분의 1의 규모로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63
62

이기헌･전병곤･이석･박동훈,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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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불신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먼저 북한은 자국의 대외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옥수수 수출을 대폭 삭감하여 북한의 식량 부족을 초래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또한 중국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
였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식량난에 중국의 대북정책도 일정 정도 작
용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1996년 북한 지역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식량난이 겹쳐서 아
사자가 발생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작하였다. 북한
1996/1997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중국은 1996년 3,000만 위
안화 상당의 긴급물자와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고, 1997년에는
2,000만 위안의 무상원조와 15만 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그
러나 중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1997년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위해
미국이 지원한 5,200만 달러(약 52억 원) 규모의 식량과 500만 달러
(약 5억 원)의 긴급의료 지원에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였다.
북한은 탈냉전 초기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선택하면서 경제적으
로 북한에 대해 실리주의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위기
와 경제난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북한은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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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책,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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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이 이뤄지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 북중관계는 한중수교의 영향이 지속되었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받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였다.

2. 북중관계 회복 시기(1998~2002)
가. 김정일 시대의 시작과 북중 고위급 교류 재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훈통치 시대를 끝내고 1998년 9월 국방
위원장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대외 행보를 적극화하였다. 1990년
대 초중반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대미외교에 집중하였으나,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로 북미 미사일 협상의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미 제네바합의가 좌초될 위기가 초
래되자 북한은 북미관계 이외의 대외관계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반면 1990년대 말 중국은 미일 신안보협력 가이드라인(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과 미국의 TMD
(the theater missile defense) 추진에 안보 위기감을 가졌다. 중국
은 이러한 두 사안이 모두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주변국
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미 미
사일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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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지 못했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
작하였다.
이러한 북중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 북중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
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폐막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는 “북한
은 주권국가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64라고 밝히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 핵문제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국
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나 그 외의 강경책을 강
하게 반대하였다.
북중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그해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탄 40만 톤 지원을 약속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하였다.65 이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공식방문이었다. 이후
1999년 10월 중국 탕자쉬안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관계
회복이 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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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99년 3월 16일.

65

강성윤, “21세기 북한의 전략,”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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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교류 확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중관계 회복

2000년 1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남북화
해협력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남한은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으며, 남북은 서
로 화해･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장
하였다. 이후 2000년 3월 10일 독일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대북 경
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문제 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을 포함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66 베를린 선언 이후 2000년 6월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최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즈음 북중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2000년 3월 김정일
이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 완용상(萬永祥) 대사와 만
났다. 또한 같은 시기 북한 백남순 외무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탕
자쉬앤 외교부장과 회담하였다. 이러한 양국 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
남 및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중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 5월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중 양국이 상호 협력의 필
요성을 재인식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회담의 의제와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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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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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회담에서 중국 장쩌민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양국은 6월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정세
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실정에 맞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특색 있는 사
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하여 축하하였
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확인하였다. 당시 김 위원장의 방문은 김정일
시기 최초 북중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중 협력을 강화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
화를 가져왔고 북한의 대외적 위상을 상승시켰다. 남북정상회담 개
최 이후 북한은 EU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는 등의 외교적 성
과를 이루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도 이루어져 2000년 10월 9일 조
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고, 10월 23일 미
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북중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2000년 6월 북한 김일철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9월
다이빙궈(戴秉國) 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여 2001년 양국 정상
회담 개최 준비를 하였다. 2000년 10월 츠하오티앤(迟浩田) 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한국전쟁 참전 50주년 행사
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한중수교 이후 북중
양국이 과거 군사 협력의 전통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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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북중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천지개벽’ 언급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베
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후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하이를 방문하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알 수
있는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첨단산업기지의 건설계획 전시관과 제
너럴 모터스 승용차사, 상해화홍전자유한공사 등을 시찰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그는 상하이의 발전상을 극찬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천지개벽’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
다.67 중국 장쩌민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를
지지하면서 자국의 경제 개혁･개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을 하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해 3월 중국 정칭홍(曾庆红) 중국공산당 조직부장이 방북하였
고, 7월 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경축연회에 참석하였다. 그해 9월에는 중국
장쩌민 주석이 지도자로 등장한 이래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
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비행장에 직접 나가서
환영하였으며, 두 정상은 함께 북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
는 등의 개인적 우호관계도 과시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초 나타난 북중관계 회복은 남북협력의 강화와
이에 따른 북미대화의 진전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병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북중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동시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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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200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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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2001년 들어선 미국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전 클린턴 행정부의 제
네바합의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을 비난하자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화하였고,
중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추어 북한
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필요하였다.

다. 신의주 특구와 제2차 북핵위기로 인한 북중 갈등
북한의 ‘7･1 경제개선조치’와 경제 개혁 시작

1999년부터 관계 개선을 시작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
기로 회복된 북중관계는 2002년 북한의 신의주 특구를 둘러싸고 갈
등이 발생하였다. 신의주 특구 개발은 북한이 야심차게 시작한 본격
적인 경제 대외 개방의 조치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지 못하여 좌초되었다.
2001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확인한 김
정일 위원장은 ‘신사고’를 외치면서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2001년부터 북한사회주의단계를 ‘과도적 단계’로 수정하여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의 이념 기반을 수용하였다.68 이후 2002년 7월 1일
‘7･1 경제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발표하여 경제 개혁을 추진하
였다. 7･1 조치의 핵심은 실리주의의 도입으로 경제 관리의 권한을
68

권영경, “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연구학
회보』, 제12권 1호(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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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하고 시장가격을 인정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임금을 생산
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등의 시장 경제의 원
리를 도입한 것이다.69

북한의 신의주 특구와 북중 갈등

7･1 조치 실시로 시작된 북한의 경제 개혁은 그해 9월부터 대외 개
방 정책을 담은 특구 경제 전략으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
별행정구(이하 신의주 특구), 개성공업특구, 금강산관광특구를 지정
하였다. 그 중 신의주 특구는 2002년 9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와 주변 지역(위화도, 유초도, 비단
섬) 지역이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따르
면 ▲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고 ▲ 특구 여권 발급
이 가능하며 ▲ 50년간 특구 토지를 임대하며 ▲ 특구 내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장하고 ▲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고 자체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70
이러한 북한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을 알리는 첫
신호로서, 대외 개방의 종합형 특구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신의주는 중국 단둥지역과 맞닿은 변경무역 도시로서 당시 섬유, 의
류, 신발, 제지 등의 경공업이 발전한 도시였다. 신의주 특구는 중국과
의 경제협력을 고려한 것이었고 북한 경제 개혁･개방에 중국의 경험이

69

위의 논문, p. 3.

70

｢조선중앙통신｣, 200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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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될 것처럼 간주되었다. 또한 신의주 특구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중국 화교라는 점도 역시 북한이 중국 경
제 개혁･개방의 전략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이 양빈을 등용한 것은 농업현대화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겨
울철 채소 수급을 위한 온실사업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2001년 4월 중국 선양에 ‘허란춘(和蘭村)’이라는 현대농업 생산기지
를 건설 중이던 사업가 양빈과 손을 잡았다. 양빈은 북한 원예총사와
‘평양-오야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유리온실 사업을 통해 평양 시민
들에게 채소 등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바탕
으로 김정일의 신뢰를 얻은 양빈은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평양의 초청을 받고 신의주
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양빈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연금 상태에 들
어간 이후 11월 정식 체포되어 북한의 신의주 특구 계획은 수포로 돌
아갔다.71
공식적으로 중국은 양빈이 중국 내 토지 불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
었기 때문에 ‘허위 투자, 뇌물 수수, 사기, 농지 불법 점용 등 경제 범
죄 활동’ 등의 혐의로 범죄자인 양빈을 체포하였다. 물론 그가 농업용
지를 불법 전용하였고 탈세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중
국의 행위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북중 간의 갈등으로 비화한 것은 양국이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없었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71

김흥규･최명해, “양빈 사건과 북한･중국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1호 (2005),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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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이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2002년 1월이었
고 이후 신의주 특구법과 양빈의 공식 임명 시기가 그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북중 양국이 충분히 이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그해 3월부터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고
5월에는 북한 외무성이 평양주재 중국 공사를 소환하여 통보한 것으
로 알려졌다. 북한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에 중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비공식 통로로 양빈과 접촉하여 일을 진척시킨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북한은 중국과 사전 협의한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였으며 중국
이 반대하지 않고 이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이다.72
중국으로서는 북한 경제 개혁･개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성과
가 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길 원했지만 북한은 외자도입을 통
해 독자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
면, 특히 양빈(楊斌)이 신의주 특구의 핵심 사업으로 카지노 시설 등
을 포함한 관광업을 결정하자 중국 당국이 반발한 것도 또 하나의 원
인이었다. 당시 중국 내 탈세 단속 등으로 사행산업이 위축된 상황에
서 접경지역에 대규모 위락 단지가 조성된다면 중국 동북지역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특구 사업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북한으로서는 7･1 조치로 인한 대내 경제 개혁과 함께 시행한 신
의주 특구를 통한 대외 개방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

72

위의 논문, pp. 3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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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던 중국이 역설적으
로 북한의 대외 개방 시도를 좌절시킨 셈이 되었다. 대외 개방이 이뤄
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내적 경제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국내적 반발이 거세
어져 북한의 경제 개혁은 2005년 이후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와 북중 갈등

제2차 북핵위기의 발발도 북중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
다. 2002년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ey) 특사 등 미국 대
표단 8명은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발표하
면서 북핵문제가 불거졌다.
그해 11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지원
중단을 결정하였고 12월 12일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2002년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의
‘외교적 모험주의(diplomatic adventurism)’에 대해 강하게 비난
하고, 그해 11월 중국 외교부는 고위급 회의에서 “에너지 및 식량 지
원 중단”과 “더 많은 탈북자의 허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73
그 결과 북중관계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경제
협력을 위한 양국 간 중요한 모멘텀을 형성하였으나 그 모멘텀을 살
리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은 ‘7･1 조치’ 시행과 더불어 김정일 시기
73

Gregory J. Moore, “How North Korea Threatens China’s Interests: Understanding
Chinese ‘duplicit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8, No. 1 (200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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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적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보다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
였다.

3. 6자회담 시기(2003~2007)
가. 후진타오 지도부의 등장과 6자회담 시작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 대외정책 변화

1994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리더십 변화는 탈냉전과 한중
수교라는 구조 변화로 인하여 북중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2003년 중국 제4세대 후진타오(胡锦淘) 지도부의 등장으로 인
한 중국의 리더십 변화는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북중
관계의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002년 11월 제16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장쩌민 총서기와 제
3세대 그룹이 전원 퇴진하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제4세대 지도부
가 등장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장
쩌민 국가 주석이 퇴진함으로써 후진타오 총서기가 국가 주석으로,
원자바오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동북아
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재고하는 중이었다. 중국의 외교 전략도 제3
세대 지도부를 대표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에서 제4세대를 대
표하는 화평발전(和平发展) 전략이 추가되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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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평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중국은 2003년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
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75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은 북미 양국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
기 위하여 다자회담을 추진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6자회담 추진76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초기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고 미국에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주문하였으나,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
자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다. 즉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시점은 2003년 2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즉시 북한의 NPT 탈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
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74

화평발전 전략은 중국의 대외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중국이 국제협력에 좀 더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Bonnie S. Glaser and Evan S. Medeiros,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making in China: The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China Quarterly, No. 190 (2007),
pp. 291~310.

75

“Responsible Great Power,” ｢解放軍報｣, September 29, 2006.

76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국제정치논총』, 제49권 5호
(2009)를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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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주장하였다. 중국은 2003년 2월 중국을 방문했던 조명록 차
수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의 불만을 상징적
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북핵문제의 다자화를 추진하
였다. 2003년 3월 첸치천 전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3자회담 참
여를 설득하였고, 그해 4월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다자회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표명하면서 그
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미국, 중국, 북한의 3자회담을 통
해 북핵문제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3자회담 개최 이후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
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고 6자회담 참여를 논의
한 후 7월 31일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발표하였다. 초기에 중국은
북미 간 대화의 장을 주선하고 북미간의 합의에 대해 조율하도록 하
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고 미
국에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주문하였다.

6자회담에서의 북중관계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자회담의 미국, 중국, 북한과 함
께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다.77 6자회
77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 핵문제는 “북미 동시 행동조치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행동 대 행동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전히 북미 양자관계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로동신문｣, 2003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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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개최 전후 북한과 중국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였다. 8월 7일 왕
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하여 6자회담의 의제와 대표단 구성
에 대해 논의하였고, 8월 19일 류홍차이(劉洪才) 당 대외연락부 부부
장이 방북하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면담하였다. 8월 19일
에서 20일까지 중국 쉬차이허우(徐才厚) 군 총정치부 주임이 방북하
여 김정일 위원장과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해 8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개최된 제1차 6자회담 시 북한은
6자회담 지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10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농축 우라늄 계획’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북
미 간 중재를 위하여 중국 우방궈(吴邦国)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평양
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였다. 이후 11월 KEDO(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사업을 1년간 일시중단하기
로 합의한 이후 6자회담은 교착되었다.78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
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하여 북
중 양국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4년 1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이 이뤄진 이후에서야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로 다시 복귀하였다.
2004년 2월 제2차 회담 직전 북한 김계관 외무상 부상이 중국을 방
문하여 6자회담에 대해 중국과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그의 방중 직
후 개최된 제2차 6자회담은 북한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HEU(고농

78

외교통상부, 『한반도 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서울: 외교통상부, 200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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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공동 성명
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중국에 불만을 표출하였
는데 중국이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
되는 북한 기차의 중국 통과를 저지시켰기 때문이다.79 이러한 북한
과 중국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제2차 회담 개최 이후 그해 3월 중
국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이 방북하여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
해 6자회담 내 실무그룹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해 4월에는 베이징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양국 고위급 의사소통
이 재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두 지도자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데 대하여 깊이 있게 의견 교환을 하였다고 발표하여 6자회담의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정상회담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후진
타오 주석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북한의 합리적 우려가 해
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4년 6월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북한은 합의한 실무그룹회의
와 2004년 9월로 예정된 제4차 6자회담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북한
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과 미국 행정
부의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르는 해상합동훈련과 미군의 대남 130억
달러의 군수장비를 들었다.80 이에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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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J. Moore, “How North Korea Threatens China’s Interests,” p. 9.

80

｢로동신문｣, 200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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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자 9월 10일에서 13일 간 북한 조선노동당 리창춘 정치국 상
무위원의 방중에서 경제지원을 제시하였고 10월 19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북 시에도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러나 2004년 북미 양국의 11월 30일과 12월 3일의 뉴욕 접촉 이후
북한의 회담 이탈로 제4차 6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북미 양자관계 속에서 협상이 이뤄졌고
중국은 소극적 행위자로 남아 있었다. 당시 중국은 티앤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대외관계에서 수세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로 인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 영향력 회복을 위하여 6자회담
을 추진하였고 이를 매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 시기부
터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북중관계에
적극 개입하면서 북중관계를 주도하였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달
라진 중국의 위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
기 시작하였다.

나. BDA 문제와 북중 갈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중국의 대응

6자회담이 중단된 가운데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
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과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
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였다. 중국이 대
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대전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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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미국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자 북한은 위기를 확대시켰다.
북한이 비록 위의 성명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81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정황에 이
은 ‘핵무기 보유’ 선언은 중국에게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심화
시켰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중국의 국가전략 달성에 도움을 주
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
유한다면, 이는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
국의 주요 도시들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드는 등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
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타이완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하는 결과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후진타오는 한
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
한의 핵보유 선언 직후 중국은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보내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였다.82 3월에는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를 중국으로 초대하여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북중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은 북한
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협력을 유도하였다. 박봉주 총리는 북한

81

｢로동신문｣, 2005년 2월 11일.

82

당시 중국은 이례적으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을 사전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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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1 개선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제 전문가로 당시 북한의 경
제 개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였다.
이후에도 북중 양국은 지속적 의사소통과 의견교환을 하였다. 그
해 4월 5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에 대
해 논의하였으나 양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7월에는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여 백남순 외무상
과 면담하였다. 탕자쉬안 특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북
한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북
한의 관건적 역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뜻을 전
하였다. 2005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는 6자회담이 예정대로 제 기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라며 회담
에서 적극적인 진전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양국 정
상회담 개최 이후 7월에 제4차 1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어 그해 8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으로 양국 의견을 교
환한 후 9월 제4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성명의 내용은 ▲검증가능하고 평화적 방
법에 의한 비핵화 ▲북한의 NPT 및 IAEA 복귀 ▲미국의 북한 군사
적 공격 의사 없음 확인 ▲북미 상호 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 ▲한국
의 에너지 제공 등의 다자 경제협력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
칙의 단계적 접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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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BDA 문제에서의 양국 갈등

‘9･19 공동성명’ 합의 즈음 북한과 중국 사이에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5년 9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해외자금 은닉처로 지목되던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 은행(China’s
Banco Delta Asia: BDA)을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
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BDA의 자산을 동결하였으
며, 미국의 대북한 ‘슈퍼노트(supernote)’ 조사를 수용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중
국 위안(元)화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과 협력하였다.83 북한 당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북한 통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자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비난하였다.
북한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해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
한을 방문하였다. 김 위원장은 평양비행장에서 후 주석을 직접 영접
하였고,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
하였다. 2005년 조선 중앙년감에 따르면, 후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
국 당과 정부, 인민은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조친
선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
이라고 언급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83

S. Snyder, “China-Korea relations: Kim Jong-il pays tribute to Beijing- in
his own way,” Comparative Connections, The Asia Foundation/Pacific
Forum CSIS, June 1; <http://www.csis.org/images/stories/pacfor/0601qchina_
skorea.pdf> (Access: June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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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안 유리공장을 참관하는 등의 우호관계를 과시하였다.
이 방문은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공동 성명을 도출한 이후 실행되
었기 때문에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양국 정상
회담 이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1단계 6자회담
이 개최되었다.
6자회담 개최 이후 중국은 북한을 회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설
득하였고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
러나 2005년 북한의 핵보유 발언으로 시작된 북미간의 긴장 상황에
서 BDA 문제로 상징되는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자,
북한의 대중국 신뢰는 하락하였다. 물론 북중 정상회담으로 6자회담
을 이어가긴 하였으나, 향후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이 언
제든지 북한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한은 BDA 문제를 비판하면서 합
의 실행에 주저하였다.

다. 1차 북핵 실험과 중국의 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중국의 대응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지체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
에 묶어두고자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김정일은 광저우, 선전
등을 방문하였고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
에 찬사를 보내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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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6자회담의 공동 성명 이행과 진전에 노력한다는 데에 동의하
였다고 전해졌다. 당시 중국은 경제 협력의 유인을 통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후 그해 2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
고 3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를
시찰하였다. 4월에는 중국 탕쟈쉬안 국무위원이 방북하였고, 5월에
는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였다.84 그러나 BDA 문제로
인하여 6자회담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이
에 대해 중국 왕광야(王光亞) UN 대사는 6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
사 자제를 북한에 요구하였으나, 7월 5일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을 발사하였다. 이에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가 방북하여 미사일 추가발사 유예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는 7월 15일 비난 결의를 채택하였고, 중국은
초기에는 안보리 대응으로서는 의장 성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결의’를 받아들여 UN 안보리 결의 1695호가 채택되었다. 이
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포함하여 UN과 안보리 결의안을 비판하였다.

북한 제1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 비난

UN 안보리 결의 이후 10월 3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거론하면서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핵실험을 예

84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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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85 이에 10월 6일 UN 안보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의
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중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은 10월 9일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외무
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실험을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
로운 조치로” 천명하고, “핵실험이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포기를 공
약한 9.19 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86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대북 무력 제재 움직임에 대해 북한 핵실
험 직후 중국은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하였
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북 무력제재
를 제외한 외교 및 경제 제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87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은 10월 14일 안보리 결의 1718호
에 동의하였다. 1718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핵개발계획,
그 이외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 동시에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포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UN 가맹국에 대해서 핵, 미사일 관
련 물자뿐만 아니라 전차, 전투기, 군함, 미사일 등의 교환용 부품을
포함하여 북한으로 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 핵,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대량파괴무기계획과 관련된 인물과 조직의
자산동결도 규정되었다. 제재 항목 가운데 주변지역의 긴장을 높이
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이 수정을 요구한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강

85

｢로동신문｣, 2006년 10월 4일.

86

｢로동신문｣, 2006년 10월 11일.

87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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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을 약화시킨 표현으로 남겨두었다.88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핵실험 자제
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 제1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은 강력
하게 비난하였다. 물론 북한에 대한 무력 제재는 반대하였으며 ‘선박
검사’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였지만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안보
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월 18일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우다웨이 전
6자회담 의장 등이 10월 18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탕 위원은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통해 북핵 실험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하였다. 10월 31일
중국은 미국, 북한을 포함한 비공식협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미국
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북
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신속히 재개하여 북한을
6자회담 내 묶어두려 노력하였다. 이후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이에서 ‘2.13 합의’가 발표된 후, 그해 7월 제6차 6자회담 1단
계회의와 9월 2단계회의에서 ‘10.3 합의’까지 중국은 6자회담의 지속
을 위해 북한과 의사소통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북핵문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
한 지진파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감지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88

“Resolution 1718,” (www.un.org/S/RES/1718, 2006).

제3부 - 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 119

쏟아졌다. 게다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직전에 중국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의 비판은 거세졌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지속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
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
후에는 상당 기간 경제협력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이 시기부터 북한
의 핵문제가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라.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북중 경제협력 목표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래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주목할 점은 2003년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은 이전과 같은 중국의 시혜적 차원의 협력 아니라,
양국 경제 이익의 증대라는 상호적 차원의 협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목표는 다음과 같다.89
첫째, 동북진흥계획의 실시이다. 중국정부는 2003년 10월 “동북
지역 등 구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대한 몇 가지 의견(关于实施东
北地区等⽼⼯业基地振兴战略的若⼲意⻅)”을 하달하고 공식적으로

동북진흥계획전략을 추진하였다.
동북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변국가와의 협력으로 대외 산업기
지와 경제무역 협력지구를 설립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무역관계
89

이에 대해서는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
26권 4호 (2010), pp. 126~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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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고, 주요 변경
하구에 변경경제협력구, 무역구, 가공수출구, 초국경공업구를 건설
해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원자재 및 지하자원 등의 개발 협력을 추동
하며, 투먼강(圖們江)지역 합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
다. 동북진흥계획은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와 우호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은 동북지역 경제발전에
유익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성과
를 공동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 물류 기지 확보이다. 중국이 북한의 수출항을 이용하는 것은
물류기지로서의 북한 항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나진항의 활용
은 나진-선봉의 도로, 항구,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서비스 투
자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중국 동북지역 발전을 위한 외향형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 통로와 운송을 제공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중
국은 북한의 수출항을 통한 자원의 이동로 확보가 중국 남부로의 자
원 이동과 한국 및 일본, 더 나아가서 EU에 대한 수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중국의 자원 확보이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2003년을 기점으
로 중국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였는데, 북한을 자원공급 지역으로 간
주하였다. 중국이 2003년부터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실익을 인정하
고 2004년부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한 것 역시 자원외교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주창하면서 자원외교를 중국
대외정책에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는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자원외
교의 목표와도 일치하였다.90 이러한 중국의 자원외교는 지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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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가 중국의 경제 이익이 된다는 관점을
가져왔다.

상호 이익 관점에서의 북중경협 전환

1990년대 말까지 북중 무역액은 4.3억 달러였으나, <표 Ⅲ-2>와 같
이 후진타오 지도부 들어서서 2003년 처음으로 양국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Ⅲ-2〉 북한의 대중 경제교역 현황(2000-2005년)
(단위: 천 달러)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37

166

271

395

586

499

수입

451

571

467

628

800

1,081

무역수지

488

737

738

1,022

1,385

1,580

* 출처: 중국 해관 통계 각 년도 참고 필자 작성

〈표 Ⅲ-2〉와 같이 경제협력의 상호 이익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북한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04년 39%에 이르렀다. 무역 규모도 2005년 양
국 무역액이 15.8억 달러였으며, 이중 북한의 대중 수입규모는 10.8억
달러였고, 수출은 4.99억 달러였다. 이러한 북중 무역의 확대에는 중
국의 지원정책이 있었다. 중국은 변경무액에 대해 50%의 세금우대

90

何劍 編, 『東北亞安全合作机制硏究』 (大連: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08), pp. 3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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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주었는데 북한과의 대부분의 무역은 변경무역을 통해 이루어
졌다.91
이러한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는 2005년부터 본격화하였다.
2005년 1월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지도, 기업참여, 시장작동(政府引导，企业参与，市场运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북중경협을 양국 정부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하
고, 사업운영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하며 실행단계는 민간기업이 북
중양국의 합작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해 3월 양국은 ‘투자혜택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기
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국의 대북한 지하자원 투자도
적극화되었다. 그해 10월 지린 철강기업, 옌볜 천지강철기업과 중강
기업의 세 기업이 70억 위안(약 9억 달러)을 투자하여 북한 최대 철
강인 무산철강의 50년 개발채굴권을 획득하여 매년 약 100만t의 철
광석을 중국으로 수입하였다. 중국 오광(五礦)기업은 북한 용등(龍登)
석탄광산과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석탄 개발에 대하여 북한 측의 비
준을 얻어 북한의 석탄 채굴권을 얻었다. 그해 7월 훈춘 돌림경무 유
한공사 및 훈춘 변경경제협력구보수세 유한공사는 북한 나선시 인민
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50년간의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의 합자
경영에 서명하였다.92
91

張慧智, “북한의 경제 변화와 북한 핵실험이 북･중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북한학연구』,
제2권 2호 (2006), p. 14.

제3부 - 김정일 시대 북중관계 ┃ 123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중 경제협력을 확대시
킨 계기가 되었다. 김 위원장은 후베이성과 광동성 등의 지역을 방문
하면서 중국 지방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
하였다. 그해 5월 양국은 압록강의 문악 수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하였
는데 이 발전소 총용량은 4.2만 톤 와트시이며 연간 발전량은 1.6톤
와트시이고 총 투자액은 4억 위안에 이르렀다.93 그리고 양국은 발해
만의 유전도 공동개발하기로 하여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나타났다.94

〈표 Ⅲ-3〉 중국의 대북 수입 주요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산업명

1992년

2002년

2013년

농축산업

4.5

7.1

1.7

석탄 광업

11.3

2.7

47.4

금속 광업

10.8

3.1

14.2

음식료품 제조업

7.5

10.7

3.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4

15.0

18.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7

0.2

0.4

1차 금속 제조업

47.0

8.5

7.5

임업 및 벌목업

3.1

1.4

1.7

어로 및 양식업

1.3

40.9

0.5

*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

92

위의 논문, p. 15.

93

위의 논문, p. 15.

94

박건일, “계승 발전되어 가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1년 4월 12일),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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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확대된 것은 중국 경제 발전의
결과물로 중국 내 자원 소비량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것이다. 〈표 Ⅲ
-3〉과 같이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자원, 광물성 원료, 철
강, 아연, 어패류로 기초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에서 북한의 광물자원은 그 품질이 우수하며 중국에서 가장
적은 물류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다. 실제로 1990년대
북한 경제난 시기에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채굴 환경이 악화되
어 채산성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
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자원 가격이 상승하자, 북한 지하자원의
채산성이 높아져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화
하였다.

4. 북한 후계체제 구축 시기(2008~2011)
가. 북한 후계체제와 중국의 대북 관리
미중 경쟁과 남북관계의 변화

후진타오 지도부 시기 중국의 고속 성장과 공세적 외교에 대해 미국
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돌입
하였다. ‘G-2 시대’의 도래라는 용어처럼,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
간 상호 견제와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정
책 입안자들의 눈엔 ‘중국 위협’으로 비춰졌고,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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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지 아니든지 미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었다.95 2008년부터 미중
양국 간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 티베트 문제, 위안화 문제 등의 갈등
이 표면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
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
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한 전세계 경제는 연쇄 파산과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양
국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의 경상수지 적자, 나아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 등 주요 교
역상대국의 인위적인 통화 저평가를 통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지목
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7월부터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중 경쟁이 강화되는 시점인 2008년 한국에는 보수정부가
출범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 한반도 안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에게 부담이
되었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되었
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로 인한 갈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95

Yue Jianyong, “Peaceful Rise of China: 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Politics,
No. 45 (June 2008), pp. 4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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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중국의 대북관리

미중 경쟁 및 한미동맹 강화에 직면한 중국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주변 정세의 안정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이 주변국에는 부상한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이었다. 중화민족 부흥의 시발점으로 삼은
베이징 올림픽은 성화 봉송에서부터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그해 4월 한국에서 성화 봉송 시 재한중국인
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그러한 사례이다.
반면 북한에서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은 가장 평화적이고 안
정적으로 진행되었고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 축하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을 ‘조중 우의탑’ 앞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 속에 진행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과시하
였다. 그리고 중국의 쓰촨(四川) 대지진 재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중
국에 10만 달러의 구호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으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
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08년 들어서서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 간 빈번한 상호 방문과 경제
협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4월 북
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
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과 중국의 올림픽 개최 및 티베트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해 6월 17일에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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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지목된 시진핑 부주
석의 북한 방문은 ‘아시아 5개국 방문(出访亚洲五国)’중 하나로 차기
지도자로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방문은 중국의 책임대국 역할과 한반도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김정일 건강이상과 중국의 대북 관리

또 다른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은 2008년부터 제기
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확대였다. 2008년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식에 김정일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내외에 그
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었다. 국내외에서 다방면에 걸친 정보 수집을
통해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바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북한에 대한 부
정적 전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 악화는 권
력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체제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었다.
마오쩌둥 사후의 정치적 혼란을 경험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후계문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북한에서 권력교체 시기에 불안정성이 확
대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고 북한 내부 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난을 완화해야 하
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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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은 증가하고,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은 적극화된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1월부터 식량수출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중
국의 식량수출은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 2008년부터 중국의 식량수
출은 감소하였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옥수수와 쌀 등 식량수출이 증
가되었다.96 이것은 2008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었기 때문
으로 당시 북한이 옥수수 수출 할당제를 요구하는 등 식량수출을 중
국에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안보 협력 강화는 중
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북한 지원의 계
기를 갖게 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상
한미동맹의 강화에 위기감을 가졌고 중국과의 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 북한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제2차 북핵실험과 중국의 대북 경협 제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5일
6자회담의 파탄과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선포하였고,97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
였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이 있기 전 4월 5일 광명성 2호라는 장거
96

http://www.21food.cn/trade/01001005-p8.html (食品商務, 검색일: 2020. 12. 1.).

97

「로동신문」, 200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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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의 수위를 높여 왔
고, 제2차 핵실험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기의 강도를 고조
시켰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시에는 북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의 대북한 압박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제1차
핵실험과 같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사라졌다.
물론 중국은 외교부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UN 안보
리결의 1874호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북한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하
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다웨이 외무부 부상이 북한을 방문하고 9월 1일부터 5일까지 김영
일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다
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의 특사로 방북하였다. 게다가 양
국 국교 수립 60주년 기념에 맞추어 2009년 10월 4일 원자바오 총
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대응 변화 원인

2008년부터 시작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에서
는 실제로 2009년부터 후계자 구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은 삼남인 김정은의 후계자 결정을 리제강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하였고,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발걸
음’이라는 노래를 군대에 보급하였다. 그해 5월 북한군 대상 내부 선

130 ┃ 북중관계: 1945-2020

전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가 배포되
면서 내부에서 김정은 후계자 작업이 진행되었다.98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
기 때문에 중국은 제1차 핵실험과 같은 비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변화 원인은 2008년부터 발생한 북한 김정
일의 건강이상과 후계체제 구축으로 인한 북한 불안정성 증대였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 악화는 권력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체
제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었다. 북한 후계체제 구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
지 군부와 당을 비롯한 핵심 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
면 권력 내부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이에 따른 권력
이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제 불안정성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
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서 새로운 지도
부로 가는 과도기가 불안정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2009년부터 북
한의 체제 안정을 중시하였다.

98

이기동,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강성윤 편,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
리고 내일』 (서울: 선인, 2010),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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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관계 악화와 중국의 대북 관리
남북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대응

2008년 전후로 북중관계의 강화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금강산 사
업 중단과 개성공단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결국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상의 긴장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최고조에 달
하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남북한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미중 갈
등이 한반도에서 확대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겉으로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남
북관계의 악화가 미중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2010년
7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장총장인 마샤오티앤(⻢晓天)은
중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반대하였다.99 당시
중국은 7월 1일 미국이 타이완에 약 60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고 양
국 군 고위인사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군사교류 실시를 비판한 상황
이었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중국의 대북협력 강화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북한 후계
자 구축작업 시기의 대내적 안정성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09년 10월 북한의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99

｢環球時報｣, 2010年 7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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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2010년
3월 이후에는 대북 식량수출을 더욱 증가시켰다.100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후진타오 주석
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하였다. 당시 후 주석은 양국 협력에
대해 5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국 의사소통 강화이다. 양국이 언
제 어디서든 상호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도자간 상호 방문을 확대한
다. 둘째, 전략 대화의 강화이다. 양당 및 양국 내정 및 외교 중대 사안
이 발생할 경우 공동의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심화한다. 셋째, 각 부
문 경제 및 무역협력의 강화이다. 넷째, 민간분야 협력의 확대이다. 문
화교류 및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를 확대한
다. 다섯째, 국제 및 지역 평화문제에 대해 협의를 강화한다.101
이러한 다섯 가지 제안은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
여주었는데, 특히 전략 대화를 통한 내정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 강화
는 북한 불안정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깊이 관
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국 지도자의 방문은 냉전
시기에 대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이후 그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은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후진타
오 주석은 “조선로동당 당대표자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102 당시 당대표자회의에서 북한 후계문제가

100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p. 131.

101

｢人民日報｣, 2010年 9月 16日.

102

｢人民日報｣, 2010年 9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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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중국 정부가 현재 북한 지도자들의 입
장을 수용하고, 안정적 후계체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
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지원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북한이 없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 더 큰 부담이 발생
하게 된다. 새로운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치러야 하거나,
기존 국가가 소멸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을 중국이 지불해야 할 수
도 있다. 중국은 기존 북한의 현존이 자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
에 대한 안보 및 경제지원을 하거나 협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계획과 북중경협

2009년 들어서서 중국 동북진흥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핵심 프로그램이 ‘창지투(长吉图) 개발개방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
계획)’이었다. 창지투 계획이란 중국의 창춘(长春), 지린(吉林), 투먼
(图门)을 연결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동변도 철도, 압록강 대교
의 삼각 구도 하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구상하는 것이다.103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정식으로 ‘중국 투먼강지역협력개발규획요강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를 공포하고 투먼강지역 국제협력을 본격

103

朱顯平, “圖門江區域合作開發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吉林大學･北京大學 東北亞論壇
(2010): 東北亞區域合作 長吉圖開發開放國際學術硏論會 論文集』 (長春: 吉林大學，
2010. 7. 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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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것은 그해 8월 국가발전개조위원회(国家发改委)가 ‘중국
투먼강구역협력개발규획-장지투 개발개방선도구(2020년까지)’를 입
안한 것을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비준한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원은 풍부한 편이지만 공업 발전은
중국 동남부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동남부가 수출
이 유리한 해안에 인접해 발전한 것에 비해 동북지역은 수출항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곳이었다. 이를 타개하
기 위해 투먼강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을 통
해 동북지역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창지투 개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필수적
이다. 특히 동북지역의 수출항이 부족하다는 점은 자원이동 물류 중심
으로서 북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동북지역의 최
대 항구인 다롄(大連)항은 급증하는 물류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단둥(丹东)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아직 물류도시의 역할이 크지 않다.
동북지역의 자원 확충과 물류항 확보를 위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수요보다는
동북3성의 수요가 컸으나, 창지투 계획의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가
이 계획을 본격화하고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비준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2009년부터 적극화
하였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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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구양도(一區兩島)’ 개발특구와 북중경협

중국의 대북한 경제 협력 강화는 상호 지도자간 방문을 통한 양국
간 신뢰회복과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소개하고 북한
의 개혁･개방 촉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동북지역 방문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분석된다. 이것은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의 변화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후계자 구축과정에서 북한의 불
안정이 해소되도록 경제 협력을 위해 북한의 안정을 유도하려 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한 특구 개발이 추진되었
는데 이 특구개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긴밀히 연계되었다. 2002년
좌절된 신의주특구 개발과는 달리, 2010년의 북한 특구는 중국의 적
극적 지원과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북중 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20일 중
국 상무부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신의주의 위화도･황금평 지역
과 나선 지역을 묶는 ‘일구양도(一區兩島: 一區는 나선 지역, 兩島는
위화도와 황금평을 의미)’의 특구개발 계획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나
선특구와 창지투를 연계시켜 단순 변경무역에서 산업자원의 협력으
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나선 경제특구는 중국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대외 물류통로
를 실현하는 것으로 중국은 특구 개발을 위해 북한 나진항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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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 2010년 북한 나진항의 사용권을 중국 지린성이 10년
동안 확보하여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중국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가 북한 나
진항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력발전소, 도로, 유조선 전용부두, 석
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지공사는 함
북 무산자철광산 등 북한의 지하 광물자원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자원 활용을 본격화하였다.104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고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2010년 12월 31일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가지고
황금평을 개발하는 압록강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였다.
2011년 6월 8일 황금평 및 위화도 일대에 북중 경제특구(이하 황금
평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시작으로 특구 중심의 경제협력이 구체
화되었다. 황금평특구 개발 착공식에서 양국은 ‘공동개발과 공동관리
(共同开发，共同管理)’ 경제협력모델을 적용하기로 하였다.105 양국
은 특구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고 경제구 개발협력 연합지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104

｢중앙일보｣, 2011년 1월 7일.

105

｢연합뉴스｣,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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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인 〈표 Ⅲ-4〉에 따르면 2008년 북중
교역액은 27억 8,700만 달러로 양국 무역액이 최초로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억 5,404만 달러로 전년 대
비 29.7% 증가하였고, 대중 수입은 20억 332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주춤하였으
나 2010년에는 다시 34억 6,600만 달러로 처음으로 30억을 넘어섰
고 2011년에는 56만 2,900달러로 급증하였다.

〈표 Ⅲ-4〉 북한 연도별 대중국 수출입 동향(2005~2011)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106

2010

2011

수출

497

468

582

754

501

1,188

2,464

수입

1,085

1,232

1,392

2,033

1,210

2,278

3,165

합계

1,582

1,700

1,974

2,787

1,711

3,466

5,629

무역수지

-588

-764

-810

-1,279

-709

-1,090

-701

* 출처: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

이러한 북중무역의 확대는 2008년 후진타오 지도부 2기부터 두드
러지는 특징이며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무
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의 김정
은 후계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앞서 언
106

2009년 8~11월의 통계는 누락된 수치로, 실제로는 2009년 무역규모가 유지 또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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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1년 북･중교역은 〈표 Ⅲ-4〉와 같이 총 56.3억 달러
로 전년(34.7억 달러) 대비 62.4%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
다. 북한의 전체 무역(남북교역 불포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3%, 2009년 78.5%, 2010년 83%에서 2011년에는 90%
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이끌고 양국 간 경제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하
였다는 것이다. 양국의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당시 북중 경
제협력은 적어도 이들 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
였다.107
이와 같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수록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은 확대되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5･24 조치’로 인한 남
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중단됨에 따라 중국 경제 의존
도는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김정일 시기 북중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국 경제 문제가
양국관계의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것
은 중국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후진타오
2기에 들어서서 국제 생산재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북한의 광물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본격화
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북중 경제협력의
107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2012),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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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
외한 남북경협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은 심화되었
다. 게다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2년 간
3번 중국을 방문하면서 김정은 후계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것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김정일 시기의 북중관계는 북미 관계 개선,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경제협력 문제, 북한 후계자 구축 문제 등이 북중관계의 변
화에 영향을 주었다. 한중수교 이후 고위급 회담이 단절된 북중관계
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중관계는 2000년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회복
되었고 2003년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의 등장 이후 북핵문제가 북중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은 꾸준히 확
대되어 2008년부터 급격히 북중경협은 확대되었다. 2009년 이후 북
한 후계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악화는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이 심화되었다. 결
과적으로 김정일 시기 북중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거의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북한 핵문제와 경제 협력이 양국관
계의 갈등 및 협력 요인으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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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

문대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 김정은･시진핑 체제 출범
가.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
2010년을 전후해 동북아에서는 지각 변동이 두 번 있었다. 그 하
나는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한 것이다. 다른 하나
는 미국이 끝나지 않은 중동전쟁에서 발을 빼 급히 ‘아시아로 회귀’한
것이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이
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일본 추월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지각변동의 계기는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연 10%의 경제성장을 거듭, 미국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국내총생산(GDP) 60%까지 추격해 오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테러와의 10년 전쟁에 발이 묶여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했다. 단극 패권의 오만과 예외주의가 낳은 신자유주
의･세계화는 결국 미국과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패권 질
서)의 쇠락을 가져왔다.108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있는 국력을
108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 브레진스키는 2008년 이후 미국이 당면한 문제로 엄청난 국가
부채와 점점 심해지는 사회 불평등, 물질숭배 문화, 탐욕스러운 투기가 지배하는 금융
(월가), 양극화된 정치시스템을 지적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 황성돈 옮김,
『전략적 비전: 미국과 글로벌 파워의 위기』,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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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것이다.
미국의 몰락과 패권 균열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후쿠야마는 ‘역사의 미래’를 물으며 ‘미국
의 종언’을 선언했다.109 2009년 4월 3일, 브라운 영국 총리는 자국
에서 개최한 G20정상회담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미국의)워싱턴 컨
센서스110는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지낸 일본
은 결국 2010년에 중국에게 경제력을 추월당했다. 그해 9월 일본은
센카쿠(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
출금지 카드에 백기를 들었다.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지 116년 만에 동아시아 세력판도가 뒤바뀐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일본 추월은 미국을 긴장시켰다. 2009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아
시아 회귀’를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전략 중점을 중동에서 중
국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을 견제･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2010년은 세계적인 권력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109

Francis Fukuyama, “The Fall of America,” Newsweek, October 13, 2008.

110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MF, 세계
은행, 미 재무부 등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의 시장화를 추진하면서 그들이 결정한
세계시장화 방식, 즉 엄격한 긴축재정과 민영화, 국제금융질서에 맞는 회계기준과 개
방 등(경제패권 행사의 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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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 때 한반도에
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다. 2010년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
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에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은 동 사건
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국
제문제화 해 중국에게 책임있는 역할과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111
미국은 2011년부터 아시아 회귀를 구체화해 나갔다. 2월 미 합참본
부는 7년 만에 ‘국가군사전략’을 수정･발표했다. 전략의 초점은 북한
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었다.11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지역 경제통합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2012년 1월 5일에 발표한
‘신국방전략지침’은 미국이 세계 성장의 중심축인 아시아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정책의 초점을 아태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미중경쟁 심화,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미국의 전략 중점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위험한 신호로 여겼다.113 중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북
아 정세를 한반도 긴장 상태를 통해 통제하려 한다고 보았다.114 중
111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G20 폐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추
악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깨트려야할 나쁜 습관”이라고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112

당시에 미국은 자국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현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이 37만5천명이다. 이는 전체 미 해군
의 60%, 육군의 55%, 해병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113 ⻩河吴雪, “新形势下中国对朝外交政策的调整,” 『東北亞論壇』,

2011年 第5期 (总第

97期), p. 62.
114

이는 당시 중국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으로 张慧智･王箫轲, “中美对朝政策竞争与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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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미국의 의도가 결국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 보다 적극적이
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해양 진출을 추구하면서 미
국의 견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 대만해협을 핵
심이익 지역으로 간주, 동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강화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항행의 자유’(해로 안전)에 대한 도전이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
싸고 격돌한다. 미국의 북핵 입장이 점차 강경해졌다. 미중 간의 불
신･이견도 쌓여갔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내세
우며, 북한 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삼았다. 미국은 대북 제재･압박
을 통해 북한의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붕괴 유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에 내정된 그레고리 슐티는 ‘포린어페
어’ 7,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관
되게 북한 변화의 ‘진정성’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는 견고했다.
이런 구조적 환경과 미중 간의 대북정책 차이는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갈등

作的态势分析,” 『东北亚论坛』, 2012年 05期, p. 33; 2010년 9월 28일 한국 민주평

통과 중국 정경문화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10 한중평화포럼’에서 중국 연변대학
교 ⾦强⼀ 교수의 발언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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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도로 치달았다. 북핵에 더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최악이었
다. 김정일이 중국을 3회째 방문하고 난 4일 후인 2011년 5월 30일,
북한은 “더 이상 남측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
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
북핵, 천암함 사건 등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강
대국 정치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점차 경쟁･대립으로 치달은 미
중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북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08년
에 도진바 있는 김정일의 지병은 점점 악화돼 갔다. 2011년 12월 17일,
마침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다.

나. 김정은 체제의 출범
준비된 정권안정화 조치

김정일 사망 3년 전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보는
파다했다.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은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 급변사태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집
중된 북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치능력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 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기우였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후 그랬던 것
처럼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망 전에 중국을 3회나 방문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중국의 승인과 적극적인 후견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발
전에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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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급서 때와 달리 시간을 갖고 김정일
사후 원만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김정은에 대한 철저한 제
왕학 교육, 권력장악 로드맵 등 사전 준비는 물론이었다. 북한은 김정
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의 당･국가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김정일이
70년대 초반 김일성 생전에 만든 자신의 후계체제와 유사한 것이었다.

김정은 체제의 정착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준비한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움직였다. 가
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
은 모든 채널･방법을 가동해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했다. 외세가
북한 내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외국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중국군 30만 명을 접경지역
에 전진 배치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지형 재편은 김정일 사후 5개월 만에 완성된다.
김정일 장례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오른 김정
은은 2012년 4월 11일~13일에 개최한 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
회의를 통해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랐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년 4월 13일, 인공위성이라
는 ‘광명성-3호’를 발사해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자축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절차는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마
무리되었다. 김정은은 북한 권력 3대기구의 최고위직을 모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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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가 된다.
한편, 김정은은 절대 세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
과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김정은의 부족한 정치경력과 업적, 어린 나
이로 인한 통치환경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한다. 김일성의 통
치 이미지와 카리스마를 모방하고, 유훈통치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핵 중시 노선을 유지했다. ‘사상이론의 천재’, ‘위대한 군사전략가’라
는 등 우상화 선전 사업도 강화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엘리
트집단의 응집력도 형성되었다. 국가 통제력은 안정적으로 작동되었
다. 당을 중심으로 군부가 정치･경제의 핵심조직 역할을 했다. 김정
은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나아
가 노동당 중심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복원한다. 기존 권력집단 중
일부를 숙청하고, 세대도 교체해 새로운 통치연합도 구성했다.
2012년, 군의 최고 실력자 리영호의 실각은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
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리영호 해임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
정해 이를 즉각 발표했다. 정치국 회의 개최와 회의 결과 공표는 노동
당 기능의 정상화를 의미했다. 김정은은 과거와 다르게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당과 군을 장악해 나갔다.

외부의 우려가 기대로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은 파격적 행보를 이어간다. 집권 초기에 놀
이기구 탑승, 서방 문화 모방, 부인 리설주 동반 공개행보 등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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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적 행동은 김정일의 행태와 대비돼 극적 효과를 연출했다. 김
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나이 어린 지도자라는 인상을 불식시키듯
‘6.28 방침’을 통해 북한 경제회생에 대한 메시지도 냈다.115
농업분야의 분조제 참여인원 축소 및 분배구조 개선, 기업의 자율
성 제고, 배급제와 시장가격제 혼합 등을 담은 6.28 방침은 북한 경
제회생을 위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보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당 대표자회의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
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조치 등은 한 때 북한경제의 활
성화 조짐들로 나타났다. 전력 사정이 나아지고, 석탄 생산량이 늘면
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졌다.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로 원산･강
계 등 주요 도시의 전력난이 완화됐다. 전력 문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각종 공장의 가동률도 높아졌다.
특히 20년간 북한 경제파탄의 상징처럼 인식됐던 류경호텔의 외
장공사가 끝나 일부 층에 대한 임대가 시작되었다. 평양 중심부 만수
대거리의 초고층아파트 10만호 건설이 시작되고, 주민들의 휴대전
화 사용자수도 수백만 대로 대폭 늘었다. 여전히 어렵지만 김정은 체
제가 들어선 후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선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
부의 우려와 달리, 일단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성공적이었다.

115

조한범,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Online Series』,
CO 2012-44 (통일연구원, 2012. 12. 2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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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
‘중국의 꿈(中國夢)’

시진핑은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국가주석
지위에 올랐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시진핑의 앞날에는 만만
치 않은 내외 도전이 놓여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급속한 발전 과정에
서 나타난 불안정 요인이 산적했다. 외부적으로는 점점 강화되고 있
는 미국의 견제를 돌파해 ‘중국의 꿈’을 달성해야 한다.
시진핑은 당 총서기 취임 연설에서 중국인들의 희망인 ‘중국몽(中
國夢)’, 즉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달
성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시진핑은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신중국 건립(1949.10.1) 이후에
태어난 혁명 후 세대이자 ‘태자당’ 출신이다. 그의 부친 시중신은 덩
샤오핑과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혁명 1세대이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발전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책임감에다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갖고 있다. 그의 성향은 인치(人治)의 특성이 강한
중국의 정치에서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에 반영된다.

공세적 대외정책 추진

개혁･개방의 시기에 중국지도부가 추구한 대외정책 목표는 일관
된 것이었다. 즉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의 봉쇄정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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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강
대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은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했
다. 덩샤오핑과 후진타오가 강조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
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분발유위(奮發有爲)’와 ‘주
동작위(主動作爲)’를 제시했다. 동시에 ‘중국의 꿈’을 달성할 수단으
로써 ‘강군의 꿈(强軍夢)’을 제시, 보다 강한 민족주의와 공세적 외교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①집권 1기의 ‘신형대국관계’116
수립을 통한 강대국관계 중시, ②집권 2기의 신형국제관계 수립을 통
한 미국 우회의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 ③친･성･혜･용(親･誠･惠･容)117
으로 대변되는 주변외교 강화, ④해양권익 보호와 해양강국 지향 등
이다.
이 같은 대외정책 변화에는 자국의 종합국력과 자신감 증대, 국제
적 영향력 확대와 강대국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었다. ‘세계 최대의 발
전도상국’이 아니라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자아
정체성은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요구했다.

116

중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 역사상 대국 관계의 숙명인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적극 제안, 중국은 ‘신형대국관
계’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 지위에 도전할 생각이 없고,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상호 협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양국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17

친성혜용(親誠惠容)은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을 편안
하고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중국 주변외교의 기본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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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외교의 딜레마

호사다마(好事多魔), 중국외교는 부상한 국력만큼이나 국제사회
에서의 부담과 국가관계에서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우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 분담이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으
로 성장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국제문제 현안과 관련 그에
걸 맞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요구받았다.
국익을 적극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모순 또한 부담
이자 딜레마였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인
‘일대일로’(⼀带⼀路)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 방위적인 분야
에서 다대다로(多大多路)로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집요한 견제에 따
라 주변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딜레마도 더 커졌다.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
행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역할과 책임, 대북정책 공조를 요구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문제로 남북한･미국과 씨름하며 골치를 썩혀왔다.118

시진핑 정부 출범 시 북중관계

2012년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럼에도 막 출범함 김정은 체제

118

이기현,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한중Zine INChinaBrief』, Vol. 309 (2016.
2. 15.),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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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이 급선무였다. 사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전부터 북중관계
를 보다 밀착시켜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0년과 2011년에 중국은 그동안 냉담했던 북중관계를 ‘동맹의
요소가 강화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시켰다.119 탈냉전과 한중수
교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양국의 전례 없는 우호협력적인 태도,
특히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와 직접 투자는 양국의 정치･안보 유대를
강화시켰다.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로 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미의 대북정
책과 대중국 압박･견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의 안착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강화
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공동 대응이기도 했다.
중국은 한미가 북중 간의 갈등(틈)을 이용해 북한을 더욱 고립･약
화시키려 한다고 이해했다. 북중관계의 틈을 더 벌려 북한을 붕괴시
키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한국이 서해상에서 미국과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120 중
국은 북한의 위기를 곧 자국의 위기로 여겼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
난, 미중관계와 한중관계 악화 등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북중관계가
손상되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119

이종석,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관계의 변화와 함의,” 『세종정책연구』, 2012-21
(성남: 세종연구소, 2012)p. 15.

120

청샤오허(成小河), “최근 북중 정치･외교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KIEP 주최 국제회
의 발제문』 (2010. 10. 2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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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기상황에서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갔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노리는 북중관계에서의 갈등･마찰을 없
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와 자국 견제의
빌미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제어하는 ‘예방적 개입’에 나
섰다.121 중국은 북한･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제적인
접근, 즉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려 했다. 북중관계를 발전
시켜 국익을 옹호하고, 북중 양국이 호혜적인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
기를 희망한 것이다.122
그런데 2012년 말부터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5월 30일 개
정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북한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
가 된 1달 후인 12월 12일, 장거리 로켓(ICBM급)인 은하-3호 시험
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미국 전역에 도달
할 수 있는 1만 3,000여 km로 추정되었다.

121 任卫东, “朝鲜半岛形势发展基本逻辑,” ｢中国国防报｣, 第009版

(2010. 12. 7.), pp.

1~2.
122 ⻩河吴雪, “新形势下中国对朝外交政策的调整,” p. 54; 张文木, “天安舰事件后东亚战

略形势与中国选择,” 『太平洋学报』, 第18卷 第11期 (2011), pp.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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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관계 악화･조정(2012~2015)
가. 북한의 핵실험, 장성택 숙청
북핵･미사일 위기 고조

막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당면 과제는 자신의 영도체계 구축과 경
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생존을 위한 ‘최
후의 보루’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미국의 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핵 억지력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아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쉴 새 없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며 미국을 위협한다.

〈표 Ⅳ-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지(2012.4~2013.7)
구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미 위협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2012년

광명성-3 발사(4.13),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5.30),
은하-3호 발사(12.12)

미국, 대북 식량지원
중단

2013년

미 태평양 군사시설 공격 위협(1.24), 제3차 핵실험
(2.12), 대미 핵 선제공격 위협(3.7), 휴전협정 무효
선언(3.13), 영변 원자로 재가동, 신형 원자로 구축
선언(4.2), 대미 핵전쟁 위협(4.3), 태평양 미군기지
타격 위협(4.4), 주한 외교관･외국인 한국 철수 요구
(4.5, 4.9), 미국･동맹국 미사일 공격 위협(4.11)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 1.22)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94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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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균열은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하면
서 시작되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핵 위기를 고조
시켰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즉
북한 핵무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가능성은 미국과 동
맹국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무엇보다 3월 31일, 북한이 핵 포
기 의사를 접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채택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중국의 냉정한 대응･조치

중국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2012년 11월 29일, 당 정치국원 리젠궈(李建國)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 김정은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은 특
사 귀국 이튿날인 12월 1일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3호’ 발사 계획을
발표, 12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이 통과
되자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대한 불만을 감
추지 않았다. 1월 23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를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맹종･맹동
한 결과”,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전과 달리 과
격한 용어들을 사용했다.
중국에 대한 북한 언론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2013년 2월 2일, 로
동신문은 논평에서 대북제재 결의는 단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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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난 결과”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만 타산”하는 ‘대국’들
의 이기주의적인 행태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선
전매체를 통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굴종해 대북 압박과 제재의 선봉
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미국에 아부･추종하는 (대국)세
력’, “미국의 협박과 요구에 굴복하는 줏대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중국과의 고위층 교류는 유지했다. 중요
정치행사 때마다 정상들 간에 축전이 오갔다. 고위급 상호 방문을 이
어가며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은은 7월
29일, 6.25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했던 성흥 혁명사
적지와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방문, 이 지역들을 “잘 꾸
리고, 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더 가시적이었다. 5월 24일, 김
정은 특사 신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귀국 직전에야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인 2013년 9.9절에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은 “조선로
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중요한 성과
를 이룩했다.”고 표현, 정작 김정은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중국의 이례적인 조치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된 결과였다. 북
한은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미사일
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 안정
을 해치면서 ‘전시상황’으로 끌고 갔다. 중국을 더 화나게 한 북한의
조치는 친중 인사로 알려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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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양국관계 급속 냉각

2013년 12월 12일,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2인자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다. 당시 장성택의 지위는 북한의 각종 공안정보기관을 총괄
하는 노동당 행정부장이었다.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결정
한 그의 죄목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였다. 이후 4일 만에 개최한 국
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에서의 죄목은 ‘국가전복음모’였다.
장성택의 전격 처형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체제 구축 과정에서
늘 있어왔던 곁가지 치기의 일환이었다. 김정일 정권 시기에서부터
북한 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으로의 힘 쏠림 현상은 김정은 유일
체제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다. 북한에서는 권력의 2인자나 정치
파벌이 존재할 수 없다.
장성택 처형은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67년 갑산파 숙청과도
같은 것이었다. 김일성 시기부터 북한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은 정권 내 권력자와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
을 극도로 경계, 조그마한 조짐도 가차 없이 처단해 왔다.
정권 이양기라는 다소 불안정한 시기에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이 중국･미국 등 외세와 연계된 것처럼 행
동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김씨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문제로
본 것이다. 김정은이 왜 그의 친척이 중국과 내통하는 것을 두려워하
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아래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역사에서 거의 모든 왕
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해 생산의 주체였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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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반란에 의해 전복되었다. 각 왕조는 창건 → 제도정비, 무인공신
제거 → 평화･번영, 융성 → 안일무사, 부정부패, 전횡 증대 → 농민
부담(조세) 가중, 민란 발생 → 새로운 지도자(武人) 부상, 반란 → 멸망
의 과정을 걸었다. 예외가 없었다.

〈표 Ⅳ-2〉 중국의 역대 왕조 멸망과 농민봉기
구분

농민반란

비고

한의 멸망

184년 황건적의 난

이후 삼국, 5호16국 시대

수의 멸망

613년 양현감의 난

이후 당나라 시대

당의 멸망

875년 황소의 난(-884)

이후 5대10국 시대

원의 멸망

1351년 홍건적(주원장)의 난

이후 명조

명의 멸망

1644년 이자성의 난

이후 청조

청조 멸망

1850년 태평천국의 난(-1864)
1899년 의화단 사건

이후 중화민국

중화민국 멸망 1921년 이후 노동자･농민 중심 공산혁명 이후 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 출처: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207.

반면, 한반도 국가의 역사에서는 대부분이 왕실 또는 지도부의 내
분(권력투쟁)으로 왕조가 멸망하거나 교체되었다.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는 외부세력의 침략과 전쟁 과정에서의 내분, 신라와 고려･조선
은 자체 권력 분란 또는 분란의 와중에서 외침으로 자멸했다.123

123

현대 한국사에서 정권의 변화를 가져온 4.19의거와 촛불혁명은 얼핏 유사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주동 세력들이 직접 정권을 인수하거나 담당 주체
가 되지 못한 채 선거를 통해 새 정권이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식 민란에 의한 왕
조의 교체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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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8월 친중국 연안파 인사들이 중심이 된 종파사건에서 김
일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력을 잃을 뻔했다. 그때 자신을 몸을
던져 김일성을 구한 항일 빨치산 출신 최현(전 인민무력부장)은 현재
북한의 2인자(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의 부친이었다.
최룡해의 핵심 역할은 대를 이어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나. 북중관계 냉각,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북중 간 고위인사 교류 중단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오던 북중관계는 2012년 12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으로 급속히 냉각되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해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 부주석의 2013년 7월 방북 외에 고위
급 인사 교류는 없었다.
2014년에는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기제들인 최고
위급 상호교류, 전통적 우호관계 확인, 경제적 협력･지원, 정치･안보
현안 입장 조율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 해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40여 차례 해외 순방을 했으나 일본과 북한은 방문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리수용 외무상, 강석주 당 국제
비서, 최룡해 당 비서 등 고위급의 외교 행보가 잇따랐으나 중국 방문
은 없었다. 2014년 6월 북한은 시 주석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
다. 7월 북중우호조약 체결 53주년 기념행사와 10월 북중수교 6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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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념행사는 취소되었다.
북중 경협의 상징인 신 압록강대교의 연말 개통도 무산되었다.
2014년 7월부터는 북한 로동신문에서 중국 관련 기사가 급격히 줄
어든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북한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
다. 그런 북중관계에서 한국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124

중국 내 민간 차원의 대북정책 논쟁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된 중국인들의 대북한 인식･태도는
중국 내에서 ‘북한 부담론’, ‘대북정책 실패론’, ‘북한 포기론’ 등으로
표현되었다. 중국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와 함께 북중관계를 둘러싼
중국 내의 활발한 논쟁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논쟁은 북중관계의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즉 북한의 전략적
지위, 북중관계의 특수성(동맹 여부), 대북정책의 조정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백가쟁명 양상이었다. 대체로 전통주의 계열의 ‘북한 자산
론’과 수정주의 계열의 ‘북한 부담론’이 대립하는 모양새였다.
각종 언론과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목소리를 낸 중국 내 ‘북한 부담
론’(‘한반도 통일이익론’)자들의 주장은 거침이 없었다. 중국 내에서
미중관계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자와 언론계 인사, 신진
소장학자, 다수의 한반도 비전문가들이 앞장섰다.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이들은 우선 북한의 변화･발전을 기대하

124

박동훈, “지정학의 ‘재생산’: 김정은시대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20092018) 중국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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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지지･지원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일 뿐
국익과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북한의 전략적 가
치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시대에 북한의 완충지대의 의미가 감소했
다. 열점지대가 돼 있는 북한은 중국의 방어벽이 되어 줄 의사가 없다.
발전한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25
이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자국 봉쇄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중
국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수용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평화
로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하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의 다소 파격적인
주장은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126
반면,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역사학자, 군부 내 북한통들을 중
심으로 한 ‘북한 자산론’자들은 비록 소수였으나 중국의 대북정책 결
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중국에 부담이라
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중관계가 점차 세력전이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북한의 존재는 여전히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대미 견제, 한반도 영
향력 유지, 대미국･대한국 협상력 제고, 미국의 개입 억지 측면에서
125 刘佳･周晶晶, “朝鲜对中国的价値在哪?,” ｢和迅網｣,
126

2014年 4月 4日.

대표적 사례로 2013년 2월 28일 FT 邓律文의 기고문(“중국은 제멋대로인 북한을 버
려야 한다”)이 있다. 이외에 朱鋒, 楚樹龍, 閻學通, 唐永勝, 金景一, 時殷弘, 王俊生 등
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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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이었다.127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과 한반도 국
가와의 역사적 관계를 중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의의
를 명확히 인식, 북한의 불안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북중관계 유지･강
화와 북한의 안정･발전을 위한 대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자산론’자들은 아래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통일 과정과 그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한반도 현 상황의 지속, 즉 북한이 존속하는 소극적인 평
화･안정을 선호했다. 이들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
모 탈북난민의 자국 유입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위협, 통일 후 제기될
수 있는 영토･민족 문제 등을 우려했다.

〈표 Ⅳ-3〉 ‘한반도 통일위협론’의 논리
구분

주장 내용

통일과정

◦ 북한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의 대변혁이 불가피
- 북한주민의 대규모 동북지역 유입 가능성
◦ 한민족에 의한 자주통일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통일결과

◦ 미군이 주둔하는 친미 통일한국은 중국의 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
- 대미･일 관계에서 북한카드 상실, 전략적 변방에서 미군과 직접 대치
◦ 통일한국의 번성, 한민족주의 등은 중국 변방에 새로운 문제 야기
- 간도와 북중 국경조약 승계문제 등
◦ 통일한국의 강한 흡인력이 조선족의 자치나 독립을 야기할 가능성

* 출처: 문대근, 『중국의 대북정책』 (서울: 늘품플러스, 2013), p. 119의 표를 축소
변용.

127

정재흥,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대외정책 변화 고찰: 대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p. 393; 변창구,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통일전략』, 제13권 4호 (2013), pp. 15~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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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북한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경제력 격차와 이질감을 줄
여 나가며, 특히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이 언젠가는 이뤄질 일이지만 일정한 여건 환경이 충족
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128
이들은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거론된 한반도 통일론, 통일준비론･통
일대박론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3개의 글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 중국의 속내를 내보인 것이었
다. 2010년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정부의 통일준비 노력(박근
혜정부의 통일준비위 출범)에 대해 “한국정부의 통일원년론은 흡수
통일론으로 북한의 반발과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취권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며 정말 취한 것인가? 취권 연출이라고
해도 과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2014년
3월, 초대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장팅옌(張庭延)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 이는 “통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에 따른 ‘조롱거리’라고 썼다.129 북경대 진징이(金景一) 교수도 “한
반도 통일이 북한이라는 배의 침몰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
기를 불러와 한국이라는 선체가 침몰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130

128 董庆霞･郎振婳･刘梦晨, “朝鲜半岛统⼀的内部阻⼒因素研究,” 『中国-东盟博览』, 2013

年 11期, pp. 5~15; 董庆霞･王媛媛･胡云霞, “浅析朝鲜半岛统⼀的阻碍因素及其解决
路径—从朝韩双⽅⻆度出发,” 『学理论』, 2013年 30期, pp. 24~25; 于迎丽, “中国周
边战略与朝鲜半岛统⼀前景,” 『辽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3年 05期, pp. 10~

17 참조.
129 延靜(張庭延의
130

필명), “朝鲜半島統⼀幷非迫眉睫,” 홍콩 ｢大公報｣, 2014年 3月 8⽇.

｢한겨레｣, 2014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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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의 정책 조정

탈냉전 이후에도 북중관계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내의 대북 인식의 변화가 정책 변화로까지 연결된 적은 없었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을 처벌하거나, 북한에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선, 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태도가 확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냉정
하고 엄격한 태도로 북한에게 변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설득뿐
만 아니라 다방면의 압박･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언행으로 자국의 현관에서 말썽
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했다.131 관영 언론
을 통해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132 한 때 북한의 외
교관･은행 등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접경지대의 불법무
역도 차단하는 등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도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중
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보다 남한의 최고지도자와 먼저 회담하고,
김정은의 방중 요청을 7년 동안이나 불허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북한에게 핵 보유와 벼랑 끝 전술이 효용이 없고,
강경노선은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복
귀해 대내외 안정과 경제발전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한 것이다.133
131

2013년 4월 7일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포럼 연설. 4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 시 발언(“북한은 정세를 오판하지 말아야”) 등.

132

2013년 4월 10일 ｢⼈⺠⽇報｣는 华益文(필명) 컬럼을 통해 “정세를 오판하지 말라.
정세가 조선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같은 날 ｢環球時報｣ 사설도
“원인이 어쨌든 북한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133

2013년 7월 말 리원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시 리 부주석의 김정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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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이 2009년에 결정한 ‘북한 안정’ 우선 정책을 4년 만에
‘비핵화’ 우선으로 변경한 것처럼 행동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핵개
발 반대 및 핵보유국 불용 입장은 확고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제사회와도 협력했다.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상
호 불신 해소와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134 특
히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시범적인 협력
사안이 된 상황에서 북한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사실상
이를 북중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과 벼랑 끝 외교 등 중국의 이익을 위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상응한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역력했다. 자국을 존중하지 않는 김
정은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이 혈맹에 기초한 북중관계를 ‘일반 정상국가 간의 관
계’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실, 국제사회의 책
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특수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중수교(1992.8) 이후부터는 ‘일반 정상국가 관계’
를 지향해 왔다. 양국관계를 시대 상황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점
진적으로 규범화･제도화하고자 한 것이다.135 그런데 시진핑 정부
면담 시 발언
134

2014년 3월 8일 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북경 기자회견 시 언급. ｢연합뉴스｣, 2014년
3월 8일.

135

북한의 2, 3차 핵실험 후인 2009년 5월 26일, 2013년 3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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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한 때 북중관계에서 당보다 국가 관
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 대 당의 관계를 보조적 역할로 제
한, 당 중련부가 아닌 외교부가 북중관계를 주도하도록 했다. 2013
년 5월 최룡해의 시진핑 예방 시 민간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7월 북한
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행사에 당 인사가 아닌 정부 인사(국가 부
주석: 李源潮)를 파견했다.
넷째,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 성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에 맞춰
‘항미원조’라는 호칭 대신 ‘조선전쟁’으로 표현한 것이다.136 2010년
10월 25일,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항미원조 전쟁은 침략
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한미의 비난과 반박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를 ‘정론(定論)’이라고 반박했다.137 그런데 2013년
7월 24일,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부주석이 ‘조선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민일보는 한국전쟁을
“미국이 자국의 동북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참전한 자위권 차원
의 전쟁”이라고 기술했다.
다섯째, 중국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 초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검
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138

136

중국 내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호칭해 옴. 胡海波 编著,
『朝鲜战争備忘錄』 (黃河事出版社, 2009); 楚 云, 『朝鲜战争内幕全公开』 (时事出版社,
2005) 등 참조.

137

이와 관련 마차오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0년 10월 28일 정례 브리핑에
서 “중국은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밝혔다.

138

한석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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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달리 북한과는 거리를 둔 채 냉정한 태도를 취한 반면, 한국
에는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로 접근했다.139 중국의 지도층 내의 ‘북
한부담론’도 강화되었다.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지정학적인 방화벽
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갔다.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
한 발 더 나간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
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한반도 통일은 대세이고,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중 양국 간
의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채널을 신설하기로 한 점도 주목되었다.
시 주석은 북중관계 역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 취임 후 평양보다 서울
을 먼저 방문했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역사적･현실적 대세로
인식, 통일은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남북한이 외세(미
국)의 개입이 없이 자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40
사실, 위와 같은 중국의 입장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성격이 없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통일이 자국의 평화･발전
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발전과 굴기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또

pp. 39-40.
139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Jpi정책포럼』, No. 2015-04, pp.
5-7.

140

주펑(朱鋒)은 “중국인들이 통일 이후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통일 이
후 동북아 안보와 주변국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
조했다. 주펑, ｢조선일보｣, 2012년 1월 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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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전략상황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141 이런 중국의 인식때문에 미
국 전문가들 대부분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한국이 중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책 조정의 배경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와 민간 차원의 개방적인 통일 논
의들은 북중관계 70년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북중관계
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되었다. 그 이전의 북중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좋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좋지 않을 때가 많았다.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도 좋지 않았다. 또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 입장을 고려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권고･권장’했으나 직접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
한 중국인들의 악화된 대북 인식이 자리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북
한이 자국의 선의와 국가안보 우려를 악용해 왔다고 보았다. 자국의
후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핵을 개발해 온데 대해 실망･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은 은
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이 자국의 국익에 반
하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141 吴楚克, “中国与周边国家关系：步伐艰难却充满自信,” ｢中国⺠族报｣,

2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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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와 핵실험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고 역내 영향력 확대에도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여론이 중국내 주류의 사고를 형성
하거나, 지도부의 인식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둘째, 변화한 시진핑 정부의 외교정책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
을 미쳤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외교는 ‘평화의 길을 걸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과 핵심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과 우호적
인 협력을 발전시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142
주변외교는 3린(善隣･安隣･副隣)과 친･성･혜･용의 이념이 강조되었
다.143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
의 안정과 발전을 해치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감싸고 둘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셋째,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역시 북중관계 냉각의
중요 요인이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지위에 걸 맞는 대외
정책 추진도 천명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
력을 고려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편들기’식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웠다.144 당시 중국이

142

2013년 3월 17일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공식 선출된 전인대(全人大) 폐막식 석상
에서의 시진핑 연설

143

魏昭麗, “‘친(親)･성(誠)･혜(惠)･용(容)’ 中 주변외교 4대 키워드,” 『中國』, Vol. 71 (2013),
pp. 18-19.

144

당시 한국에는 G2로 성장한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 강대국 DNA를 갖추기 시작
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전처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시진핑의 김정은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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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기한 ‘신형대국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북핵문
제였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를 모색
해야 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대미관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
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정부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북 압박･제
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한중관계 급진전과 한반도 통일론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더욱 밀접해진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북중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한중 양국 정상은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 APEC회의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도 합
의한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이해하던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대한반도 전략 또한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
서 새롭게 구성,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불신은 더 고조
될 수밖에 없었다. 북중관계가 전례 없이 경색되었다.
냉담해진 중국의 대북 태도와 한･미･중 3국 간의 정책공조 모습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북한 포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산시켰다. 동
주기’ 담론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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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가 높아졌
다. 한미는 중국에 한･미･중 3국이나 한･미･중･일･러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북정책 공조를 요구했다. 중국은 자국의
대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있다 해도 이는 행
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꺼려했다.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북핵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한
미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한반도 통일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 붕괴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만이 해묵은 북한･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견해, 일명 ‘통일최적대안론’이 그것이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론 확산

통일최적대안론은 먼저 미국 내에서 제기돼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앞 다퉈 북한 붕괴론과 함께 한반도 통일
최적대안론을 제기했다.145 북한과 중국, 북중관계에 대한 무지, 중
국에 대한 분노가 부른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었다.
2013년 3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긍정

145

당시 관련 논의 동향은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Office of External Affairs (January, 2014), pp.
1~13; Richard C. Bush III, “Korea: Surprising Excitement about Unification
(Part 1, 2),” Brookings Up Front SERIES, No. 58 (January 22, 2014); Ralph A.
Cossa, “North Korean Regime Change,” Pacific Forum CSIS, No. 90 (December
16, 2013); David C. Gompert, “North Korea: Preparing for the End,”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55 (June–July 2013), pp. 21~4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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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역할론’을 거론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참아오던 중국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
다.”라고 말했다.146 2014년에 들어 와 캐리 미 국무장관은 독일 뮌
헨에서 개최된 안보회의 석상에서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강경 쪽 미국 인사들은 대북한 불신과 분노, 대북정책 실
패에 따른 좌절감에서 나아가 과감하고 공격적인 통일론을 전개했
다. 미국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는 “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
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47 미국 외교협회(CFR) 하스 회장도 WSJ
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
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48
미국을 따라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고조된 가운데 다양한 해석과 정책론이 제기되었다.149 국내

14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ABC｣, March 13, 2013).

147

｢foresight｣, February 24, 2014 등 참조.

148

｢국민일보｣, 2014년 12월 26일.

149

지난 시기 한국내의 대북정책과 통일론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나 학자들의 문제 제
기와 언론 보도 후 한국 내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 일부 전문가･학자들의 동조와 강조,
한국정부의 정책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미동맹이 강화된 이명
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대북정책의 경우 담당 부처인
한 통일부의 장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전형인 한미동맹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집행의 자율성이 없었
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도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10.
10., 한국정부의 남북철도연결 추진과 관련 “(한국은) 우리의 승인이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자국의 대중국 견제에 이롭지 않거나 특히 남북중 3각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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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중국의 조그마한 움직임조차 관심을 갖고 집중했다. 중국
이 “제멋대로인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중공 중앙당교 직원(鄧律文)
의 주장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달라진 대북 태
도가 전술적 변화냐, 아니면 근본적인 전략의 변화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중국의 정책과 태도 변화로 갈라진 북중관계의 틈을 잘 이용해 중
국과 협력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
루었다. 국내 언론은 중국이 한국 ･미국과 한 팀이 되어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하기도 했다. 희
망적 사고가 사실을 지배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도둑론(통일은 독일에서와 같이 마치 도둑같이 온다)’,
‘통일항아리론’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대박론’으로 진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국정과제의 하나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
반 구축’을 내걸고, 중국과의 협력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통일 대박론’과 3월의
‘드레스텐 통일구상’ 등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한
반도 통일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에게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
하고, 한국이 남북통일을 준비하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중
국은 한 때 립 서비스로나마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내비추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 확연히 달라진 중국의 대북 태도와 함께 중국이 한반
도의 미래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은 한국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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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통일
독일의 위상도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높이는 것이었다.
2015년 9월 4일, 박 대통령은 방중 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가
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최적대안론의 실현 의지를 다음과 같이 강
조했다.

“이번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중국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하며 빠른 방법은 역시 평화통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 한중정상회담 후 다음날, 한국 대통령으
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중국의 전승
절(대일본 항전승리 기념일) 70주년 열병식을 참관한 것이다. 박대
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우대를 받았다. 북한 대표로 참
석한 최룡해 당 비서는 저만치 아래에 있었다. 그 광경을 본 혹자는
중국의 국익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대체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박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조기 통일실천
선언’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중국, 북중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낳은 참사가 아닐 수 없었다. 후과가 없지 않았다. 한미의 통일
최적대안론은 북한으로 하여금 사활을 건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미국은 한중관계 밀착 가능성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
국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 6개월 후 한국에는 사드가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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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분열이 점철된 중국의 5천년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분단
국에서 일방이 타방을 향해 붕괴･통일을 외치면 외칠수록 타방은 긴
장하고, 결사반대하며, 사활을 걸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이다. 중
국과 북한, 북중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 중국의 북중관계 복원 시도
사람･인식은 변화, 구조･정책은 불변

시진핑 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북한
의 행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은 다분히 전술적인 것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
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자국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었다.150
시진핑 정부의 대북 조치들은 북한정권의 포기나 북중관계의 근본
적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의 교정을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중관계의 안정화에 목적이 있었다. 2차적으로는 북
한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한국을 자국 중심의 질서에 유인하고,
한미관계의 이완을 유도하며, 당시 한국과 함께 대일 공동전선을 구
축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안정보다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는 평가도 일종의 희망적 사고가 작용한 것이었다. 중국은 ‘핵심국가

150 任卫东, “朝鲜的战略屏障作⽤没有过时,” ｢環球時報｣,

2013年 7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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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한 대미 협력도 중요하나, ‘핵심전략이익’이 걸린 북한 안
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북한의 안정이 필
요하다. 북한 안정과 비핵화를 병렬로 놓고, 강조점을 바꾸었을 뿐이
었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안정을 포기하거나 관심이 줄어든 것도 아
니었다. 당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미
국과의 관계에서 북핵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대한반도 전략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여전히 ‘평화와 안정 유지’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핵을 가지지 않
은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 하에서, 개방･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不棄), 혼란 상
태에 있도록 방관하지 않으며(不亂), 붕괴하도록 놔두지 않는다(不亡)
는 3불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북한)에서의 혼란
과 전쟁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다.151
따라서 시진핑 정부의 일련의 대북 조치들은 대북정책의 변화라기
보다 상황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의 일부 조정 또는 대북 태도의 변화
로 볼 것이었다. 전략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 중국이 칼집(韜)에
서 칼날(光)을 빼내 북한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내보이며
겁박하는 수준이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자국을 괴롭히는 전략적 고
민거리이기는 하나 전략적 가치가 여전하다. 내칠 수는 없다.152
151 時永明, “‘紅線’爲朝鲜半島画出和平出路,” ｢海外網｣, 2014年 3月 10日. 2014년 3월

8일 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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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도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반대하나 북한의 ‘존재’ 자
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전략
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은 자국의 대북정책
의 근간을 허물 지 않은 채 북중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시대의 흐
름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한다.
그런데도 보다 정상적인 북중관계를 위한 중국의 대북 조치들은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도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낳게 했다. 북
한의 반발･비난은 계속되었다. 북중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채널도 단절되었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
에서 난감한 딜레마 상태에 빠졌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는 실종되었다.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은 자국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면서 북한의 불
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전략적 역량의 강화는커녕 중국의
국익에 전혀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의 지속･
심화는 중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북중관계의 경색은 역설적으
로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필
요가 있었다.

152

이와 관련 2014년 2월 21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정몽준 의원을 면담하는 자
리에서 “성문에 불이 나면 연못의 물고기까지 화를 입게 된다(‘城門失火, 殃及池魚)”고
언급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王俊生은 “전쟁 먹구름에 둘러싸인 2013년 한반도
정세”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오해하
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관련 보고서 번역 보도자료(2014. 2. 1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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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먼저 대북 접근

2014년 말, 중국은 신중하게 북한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다행이
양국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2014년 말에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첫 조짐은 12월 17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사망
3주기 추도식에서 있었다. 류윈산(劉云山) 등 중국 주요 인사는 북중
관계의 전통적 우호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다.
2015년 1월 8일,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 당일
중국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2011년 이후 중국의 공식문서에서 자
취를 감춘 북중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16자 방침’153을 거론했
다. 3월, 왕이 외교부장은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상호 편리한 시
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지린성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
은 백두산 등정에 이어 동북의 중심도시 선양을 방문, 수행한 중앙･
지방 당 간부들에게 지린성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
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도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북 유화책에 호응하기 시작
한다. 중국 류윈산 중공 상무위원의 방북이 전격 성사되었다.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10.10~12)에 참석
한 것이다. 류윈산은 김정은에게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는 시
진핑의 친서를 전달했다. 류윈산의 방북은 양국관계 경색으로 인한
북한 발 위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였다.
153

중국 외교부는 1.8 홈페이지에 홍레이 대변인 이름으로 “새로운 1년을 맞아 중국은
傳統繼承, 未來志向, 善隣友好, 協力强化 방침을 토대로 중조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전
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오랜만에 16자 방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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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결심하고 실행하기 시작한 첫 해
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에 대응해 5월부터 ‘항행
의 자유작전(FONOP)’에 나섰다. 중국 또한 대국 굴기를 위한 전략
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결국 기술패권 전
쟁에서 결판이 나게 돼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 새로운 중국 특색
의 국가산업경제발전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이 전략은 2025년
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결합해 제조업 전체의 질을 향상시
켜,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2049년에 세계 최고의
산업강국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장이
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은 미
국 주도의 동맹 강화 등 대중국 견제에 구실을 주는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일이 급해졌다. 북한 발 위기는 지역 안
보부담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의 안보 부담과 딜레마는 중국
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북한에게 중국을 관리하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동안 북한은 때로 그런 기회를 만들고, 주어진 기회를 적절하
게 이용하면서 생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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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중관계 복원 모색(2016~2017)
가. 김정은 체제 공고화, 핵개발 가속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박차

2015년 10월은 북중관계 복원 분위기가 역력했다. 12월에는 북
한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현지 공연을 위해 방중했다. 그런데 공연 내
용을 둘러싸고 북중 간에 갈등이 발생, 북한이 공연을 전격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다시 북중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후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각오한 것이었다.

〈표 Ⅳ-4〉 북한의 4･5차 핵실험, 미사일 개발(2016.1~2016.1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미 위협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제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
수소폭탄 실험 성공, 장거리 미사일 ‘광명
성’ 발사(2.7), 중거리 미사일 화성-10 발
사(6.22), SLBM 북극성-1 발사(8.24),
노동-1 미사일 발사(9.5)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 3.2),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3.7~4.30),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8.22-9.2)

제5차 핵실험(9.9)

유엔 제재 결의(2321호, 11.30)

핵무장화･핵국가화를 국가 목표로 내세운 김정은은 5회의 핵실험
과 수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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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켰다. 북한은 사실상 양탄일성(원자탄･수소탄, ICBM)을 구비
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다시 북핵위기가 고조된다.
북한은 중국의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핵･미사일 실험 등을 강
행했다.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
이 증명되었다. 북한은 중국에게 불확실성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면서
자국의 대중국 안보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북한의 4, 5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긴장되었
다. 중국에는 설상가상의 위기였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결의･이행되
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다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행
보에 주목했다. 중국을 곤혹스럽게 한 북한은 보란 듯이 예정된 자신
의 길을 걸어간다.

북한, 7차 당대회 개최(체제 공고화)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개최했다. 36년 만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당대회 사업총화결정서 등을 통해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추진할 노선과 정책
을 제시했다.
7차 당 대회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공산권 붕괴와 지속된 경제난 때문에 제6차 이
후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7차 당 대회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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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이 얼마간 경제성장을 이루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
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7차 당 대회는 무엇보다 당의 군부 지배 강화, 즉 군부의 권력을 약
화시키는 대신 당의 역할을 증대한 것이 주목되었다. 통치이념으로
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통치방식은 김정일보다 김일성
의 이미지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경제면에서는 다소 혁신적
인 경제개선조치를 공식화했다.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유
지하는 가운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을 공식화했다. 실로 오랜만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외교 면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외세에 대한 ‘자주와 적대’였다. 김
정은은 사업총화 결정서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
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사드 배치
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는 보다 촘촘해졌다.
외화획득 차단 등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국의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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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에 모든 대북 육로･해로 수송 차
단, 기업의 대북교역 금지, 가장 큰 수입원인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선제공격 등
군사력 동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 상공에 빈번하게 출몰했다. 중
국이 긴장하면서 이제 북핵문제는 세계 차원의 전략적 문제가 돼버
렸다. 이 때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전격 배치한다. 미국의 사드 배
치는 자국의 ‘아시아 회귀’ 실현이자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압박책
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부터 한국에 사드(THAAD) 배치를 계속 요구해 왔다. 박근
혜 정부는 집권 3년차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
청･협의･결정이 없다(3NO)”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과의 통일협
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
험 직후에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우리의 안보･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이후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
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개발한다. 2016년 초에는
기존 합의(금년 말까지 배치)를 대선 전 조기 배치로 변경했다. 중국
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해 3~4월에 관련 핵심 장비를 기습적
으로 반입･전개했다. 2015년 12월 이후 연이어 단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 남측의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내 관련 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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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었다. 미국의 대 중국(동북아) 전략의 틀 속에서 결정된 것
으로 추정되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내외에서 갈등을 고조시켰다. 중국의 보복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보복한 이유는 한미 당국이 주장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 조치로 제3국을 지향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심각한 해
를 끼치고, 역내 전략균형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계기 시마다 “사
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하고도 단호
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반발은 ‘보복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 심
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사드 배치가 ①역내
전략균형을 훼손하고, ②핵심안보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었다. ③한국
에 대한 배신감과 ④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대한 부담 등도 작용했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 패
권 지위를 유지･강화코자 하는 전초전으로 이해하고 강력 대응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전략적 공세와 압박･감시,
한국의 동맹 역할 확장(대중국 첨병), 한미일 MD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확증파괴 가능성, 즉 전략적 균형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사드를 전략적인 문제로 접근,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에 상당
한 정치･경제적인 보복을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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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럼프 정부 출범, 북한 핵무력 완성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새로운 미국은 “미국을 위한, 미국 제일의, 미국
우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순간부터 통치 비전은 아메리카 퍼스트
(America First)다.”라고 선언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능
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2월 12일에는 북극성-2를 시험 발
사한 후 핵보유국으로서 ICBM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북한은 4월 5일 화성-12를 3회(4.5, 4.15, 4.28) 발사하며 미국과
‘전쟁할 준비’가 돼있다고 호언했다. 미국과 북한이 극한 대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6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가 채택되었다. 7월
4일, 북한은 ICBM급 화성-14를 시험 발사했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채택(8.5),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재경고(8.8), 북한의 괌 공격 위협(8.
8), 트럼프의 군사대응 발언(8.11), 화성-12 발사(8.29) 등이 이어졌다.
9월 3일, 북한은 ‘핵 개발 완성’을 의미하는 제6차 핵실험을 단행
한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했다.
미국은 단기간에 걸친 북한의 3회 핵실험과 개량된 ICBM을 자국 본
토와 동맹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했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 대응’,
‘북한 전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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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2017.9.3~12.2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미 위협
6차 핵 실험(9.3)
ICBM 장착 가능 수소폭탄 주장,
IRBM 화성-12형 재발사(9.14),
ICBM 화성-15 발사(11.29)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제재
미국의 ‘압도적 군사 대응’ 경고(9.4), 유엔
제재 결의(2375호, 9.11), 트럼프, ‘북한 전
멸’ 경고(9.19), 미국 B-1B DMZ 최북단 출
격(9.23), 유엔 제재 결의(2397호, 12.22)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 정권의 ‘생명
줄’인 원유 공급 차단 조치가 포함되었다.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
한선(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두고, 석탄･섬유 등의 공해상
선박 환적 금지 등의 그물망 제재가 추가되었다.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했다. 북한은 미국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
제 해결 의사를 내보였다.

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도전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도 심화
되어 갔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19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집권 2기의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중화민족의 정신
과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전면적인 샤오
캉사회(小康社會)의 기초 하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
부터 2050년까지 부강하면서도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구축
해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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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집권 2기를 시작하는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전문에 수록했
다. 다가오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집단지도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2018년에 막 시작한 미국과
의 패권경쟁, 즉 제2의 30년 ‘대장정’을 위한 이 조치는 후진타오 시
대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당 지도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154
시진핑 집권 2기의 대외정책은 중국이 이제 서구 중심의 질서에 순
응･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날 때라는 인식이 내재돼 있다. 중국 특색
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은 제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에 기초한 신형국제관계
를 구축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
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에 대한 최초의 공식 도전이자 경고였다.

154

덩샤오핑 이후 모든 중국 지도부가 공유하는 목표･전제는 ‘중국은 다시 과거의 영광
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유해져야 하며 강해져야 한다. 이를 이룩할 능
력과 정당성을 갖춘 유일한 세력은 중국공산당이다.’라는 것이다. 특히 혁명 1세대인
시중신의 아들인 시진핑은 이런 사명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하다. 일부에서 주석 연임
철폐가 시진핑 또는 그의 세력들이 시진핑 1인의 권력,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중국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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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이해 증대

중국의 도전은 미국에 대한 단순한 힘의 균형과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규범과 제도 경쟁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
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미중 간 전략
적 불신･견제가 커졌다. 협력보다 경쟁･갈등･대립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조야에 더 이상 ‘부상하는 위협’이 아닌 ‘실
제적 위협’으로 각인되었다. 국제질서가 ‘부상하는 중국’에서 ‘도전
하는 중국’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의 강대국
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에 따른 부상 일정의 하
나로 시진핑은 집권2기 기간인 2021년까지 3년을 중국의 강대국화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했다. 미국과의
한바탕 싸움을 예상한 것이었다.
시진핑과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중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딪히
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와 미국의 다대다로(多帶多路: ‘인도･태평
양 전략’ 등)이 맞붙고 있다. 중국의 ‘서진(西進)’은 미국으로부터 엄
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북중관계는 어느 때보다 악화됐다. 중국은 사드문제로 인
해 한중관계의 손상을 감수해야만 했다. 북핵문제를 지금과 같이 방
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이 필
요했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시켜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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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중국
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4. 북중관계 재조정, 신밀월(2018~현재)
가. 남북･북미관계가 북중관계 견인
2018년은 남북･북미･북중 관계에서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 남
북정상회담이 3회 개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2회 개
최되었다. 북중정상회담도 7년 만에 성사돼 5회나 개최된다.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그 반작용으로 북중관계가 복원되었
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중관계는 북미관계와
직결되어 움직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호응하면서 성사되었다. 김정은의 변화에는 북한을 둘러
싼 전략환경 변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진정성이
작용했다.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도 있었다. 무엇보다 ‘경제발전
총력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
시키는 것이 절실했다.
김정은은 “국가안보와 체제 불안이 없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국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싶
다.”고 공언했다. 미국에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중국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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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발전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대외에 보다 구체적인 변화
모습을 과시했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기존의 핵무
력･경제발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으
로 국가전략을 전환했다.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미국이 우려하는
핵과 ICBM 시험 중지, 핵 실험장 폐기, 핵무기･핵기술 이전 금지 등
을 천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폼
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례의 방북(2018년 3.31, 5.8)과 김정은 면
담을 통해 김정은의 의사가 확실하고, 협상의 여지와 능력도 있음을
확인했다. 5월 24일, 북한은 대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등 국내정치와 노벨평화상 등을 고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역사적 외교성과가 필요했다. 미국은 자국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급진전 상황을 좌시할 경우 예상되는 ‘남북중 3각 협
력체제’ 형성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 북한 견인, 대북 영향
력 확대 등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미 3각 협력체제’를 형성한다
면 보다 강력한 대중국 견제･봉쇄선이 구축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실현을 위해 북미관
계 개선을 갈망했다. 남북한과 미국 정상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공
유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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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
막을 선언했다.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판문점 선언
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가는 신호탄이었
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후 크고 작은 2회의 남북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평
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9.19 평양선언에도 합의했다. 남북경협을
재개해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먼저 경제･평화로 접근을 시작해 ‘협
력을 통한 변화 → 변화를 통한 평화 → 평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했
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대립이 아닌 평화･공존으
로, 이념･진영에서 경제･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평화경
제협력공동체)’도 준비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관계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양국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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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로운 북미관계 설정, ②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③완전한 비핵
화 확인, ④미군 전쟁 포로･실종자 유해의 송환에 합의했다.
미국은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확산의 위험 방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완전한 해체(CVID) 후 북한을 자국의 영
향권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으로부
터 분리하는 것을 협상전략의 중심으로 삼아 이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수시로 자국의 전략적 의도
를 드러냈다. 북한이 미국 편으로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력
이 무궁무진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래와 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며 북한 견인을 추구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하게 연결되고 안전하게 번
영하는 북한을 구상 중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을 평화･번
영과 안보의 새 시대로 이끄는 역사적 기회다.”, “비핵화를 시작으로 북
미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북미 양국이 그동안의 불신과
공포, 위협을 접고, 우정과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등

북한도 일단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은 후 한반도 비
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국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을
협상목표로 삼았다.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역
사의 흐름을 바꿀 절호의 기회였다. 전쟁･대립의 한반도 역사를 청산
하고 평화･번영의 신시대를 여는 계기,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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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주시하면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통
해 남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썼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새로운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회담의 성과를 평
가･지지했다. 적극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신뢰 구축도 촉구했다.
북미 간의 불신･적대감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었다. 양국은 서
로를 믿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셈법으로,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했다.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서로의 계산과 기
준의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후 북미관계의 경색은 곧 남북관계 경색
을 가져왔다. 사실, 대중국 견제･봉쇄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에게 남
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평화는 한가로운 일이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봉쇄에 도움이 되지 않을 한반도 현상의 변경
에는 관심 없다. 미국의 국가전략과 이익은 한반도가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은 ‘필요
악’일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에게 대북한 압박･제재와 주한
미군 주둔 명분을 제공하고, 전시작전권과 연합사의 유지･강화 등 한
국의 대미 종속･의존을 지속케 한다. 한국의 무기수입 수요도 크게
해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순탄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당시 미국 측 회담대표로 참여한 볼턴의 회고록(『그 일이 일
어난 방』, 2019)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의 정상회담 최대
목적은 대통령 재선 홍보용 사진 찍기였다. 폼페이오와 볼턴도 북핵
해결이 아니라 위와 같은 미국의 전략과 이익을 추구했다. 2017년 8월,
155

이성현, “김정은･시진핑 다섯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관계 특징
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0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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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년의 말이 입증되었다. 그는 미국
의 “최대 관심은 미중 경제전쟁에 올인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그들
이 툭툭치고 있지만 그건(북핵･미사일) 부차적인 것(side show)”이
라고 말했었다.156
북한 김정은도 정말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했을까?
혹시 임계점에 달한 북미관계의 긴장을 다운시켜 시간을 벌고, 소원
해진 중국을 자국으로 견인･결박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을까? 결
과적으로 미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북한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회담을 더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의 전개에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나. 북중 정상회담(1~3차)과 북중관계 복원
경색･냉각으로 치달은 북중관계가 돌파구를 연 것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었다. 2018년 3월 초, 문대통령의 특
사단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김정은의 방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한 특사단은 북한과 남북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
화 문제 논의, 추가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합의했다.
당시 김정은은 문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는 선대
의 유훈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
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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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8.16., 배넌이 ‘아메리칸 프로스팩트’와의 인터뷰 중에 “북한 발 핵･미사
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을 일축하면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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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북중정상회
담의 전제조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북중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18년 북중관계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있었기에 정상
화될 수 있었다.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이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서
로를 꼭 끌어안게 만들었다.157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6월 말 판문점에서는 김정은 위
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4회의 북중 정상회담은
2회의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루어졌다.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북중 정상과 미국 정상 간의 2:1 회담과도 같은 것이었다. 북미정상
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중국은 그야말로 한 집안 식구, 한 참모부, 운
명공동체로 움직였다.158

제1차 북중정상회담(베이징, 2018.3.25~27)

2018년 3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중국
을 방문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은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던
2011년 5월 이후 처음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7년 만이었다. 김정
은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했으나 남북･북미 정상회
담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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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최근 북중관계 변화 고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전략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중Zine INChinaBrief』, Vol. 361 (2018. 7. 30.),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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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김정은-시진핑 시대 북중관계 정의,” 『세종논평』, No. 2020-07 (2020. 4.
24.),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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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김정은･시진핑의 주요 발언
김정은

시진핑

- 북중관계 계승 발전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
-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
- 한미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문제 해결
-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나의 숭고한 의무

- 피로 맺은 전통적 친선은 세상에 유일무이
- 대를 이은 친선은 역사적･전략적 선택,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
- 고위급 왕래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 심 화,
교류협력 확대 필요
- 서로 친척같이 자주 왕래하자

* 출처: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국 외교부 발표, 국내외 언론 보도, 연구자료 등을 종합
정리(이하 2-5차 북중정상회담도 동일)159

시진핑은 집권 후 처음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을 최고의 예우로
환대했다. 양국 정상은 냉랭하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치중했다. 시진
핑 주석은 정상회담 후 환영 만찬에서 “북중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
선으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
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
한 임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실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160 북중관계가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북중정상회담은 양국관계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판’을
흔들었다. 김정은은 ‘비핵화의 판’에 중국을 끌어들여 대미 협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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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김정은･시진핑 다섯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관계 특
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05 (2020. 5. 28.), pp.
4~10; 박병광,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제
21권 9호 (2019), pp. 43~52 등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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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김정은은 “(선대)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다.”, “만약 한미가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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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할 수 있었다.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하던 중국은 ‘비
핵화 게임’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김정은의 방중 전 1대 5의 구
도였던 비핵화를 둘러싼 형세는 방중 후 점차 3대 3(한미일 : 북중러)
구도가 되었다.
양국 정상의 극적인 관계 복원은 강한 중국을 향한 시진핑 지도부
의 중장기적인 대외전략과 맞물리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대미 외
교의 총사령탑인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자신의 최고 전략통(책사)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상회담에 참석시켰다. 중국으로서는 북
중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2018년 3월은 미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되는 때였다. 북미회담의
성사 과정을 주목해 온 중국은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북한의 친미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할 일이었다. 김정은으로서는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든
든한 우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북중관계를 일정 수준으로 회복
해야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김정은의 전략은 과거 중소 분쟁
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과 같이 미중 경쟁 상황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이었다.

제2차 북중정상회담(다롄, 2018.5.7-8)

김정은 위원장은 3월 방중 이후 43일 만인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다롄(大連)을 전격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제2차 정
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특별열차를 이용했던 1차 방중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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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했다. 예정된 6월 2일의 1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하자 중국을 찾은 것이다.
중국 언론은 김정은이 다시 중국에 와 회담 준비상황을 통보하고,
전략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40여일 만에 다시 온 것은 김정은 동지가 북중관계와 전략적 소통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국 전통우의는
가치 있는 보배이며,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표 Ⅳ-7〉 김정은･시진핑의 주요 발언
김정은

시진핑

- 두 영도자들의 신뢰･의리는 두 나라 인
민들을 가를 수 없는 한 운명으로 결합
- 조중은 한 집안 식구
-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안보
위협은 제거돼야 함.
- 중대한 사업 관련 진정어린 고견에 감사

- ‘신시대 북중관계’ 4대 원칙(①전통적
우의, ②같은 사회주의 국가, ③전략적
소통, ④인민 교류 강화) 제시
- 북중은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관계
- 정세가 어떻든 양국관계 발전은 양 당･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 정확한 선택

양 정상은 북중 혈맹을 거듭 강조하고, 거의 수십 년 동안 쓰지 않았
던 ‘순치’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우의친선을 과시했다. 중국
언론들은 북중관계가 ‘신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북미회담을
앞둔 김정은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정책 제거’를 거론했
다. 북미 합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도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
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확인하며 협상의 문턱을 더 높였다. 김정은은 협
상 조건을 높이는 미국을 향해 중국을 내세워 균형추를 맞추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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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비핵화 기준을 종전의 ‘완전한’ 핵폐기
(CVID･FFID)보다 한 단계 높은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폐기(PVID)를
요구했다. 폐기 대상에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ICBM)까지 포함시켰다.
1차 회담에서 북중관계 복원에 합의한 김정은은 2차 회담을 통해
서 중국과 비핵화 입장을 조율함과 동시에 자국에 대한 중국의 후견
역할을 확인하고자 했다. 향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
국을 달래며, 중국이라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차이나 패
싱론’)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관련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의 항구적인 평화구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
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자국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전략적 소통･협력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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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우호친선관계 복원

2차 다롄 북중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우의 증진은 물론 진일보
한 북중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은 “조중 사이의 마음속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떼여 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두 나
라 사이의 친선 내왕을 확대하자. 다양한 형식으로 밀접한 연계를 유
지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김정은 동지의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
로 중시하며,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이자 변함없는
순치관계이다.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
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자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은 귀국 직전 시진핑에게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고견을 들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
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북중
양국은 함께, 한마음으로 미국을 대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에 따른 북중관계 밀착은 미국의 불안과
우려를 야기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 귀환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 주석은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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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두 번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며 “시 주석은 세계적 수준의 포커선수”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북중 밀착이 미국에
는 불편함을 야기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의 영향력
을 실감했다. 미국의 북한 견인 전략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북미정
상회담의 성과가 불투명해졌다.

제3차 북중정상회담(베이징, 2018.6.19~20)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만이었다. 김정은은
6월 19일, 또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가졌
다. 김정은의 3차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비핵화 후속 협
의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과 회담 결과와 후속 대책, 대북제재 해제 방
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Ⅳ-8〉 김정은･시진핑의 주요 발언
김정은

시진핑

- 중국은 우리 이웃, 조중은 한 식구･참모부
- 양국관계는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특별
한 관계
- 사회주의 수호, 조선반도와 지역 문제에
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협력

- ‘변치 않는 3가지(三个不变)’ 약속 천명
- 북한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
- 김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
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평가

김 위원장을 수행한 북한의 당･정 간부들을 보면, 3차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이 북한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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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와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대동한 것은 양국
당･정･군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다. 양국관계가 밀월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을
‘한 집안 식구’ 라고 말했다.
3차 회담이 특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관
계의 ‘3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을 역설한 것이었다. 시 주석은 국제정
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①중국의 당･정부가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는 확고한 입장과 ②중국인민의 북한인민에 대한
우호관계, 나아가 ③중국이 사회주의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3개 불변약속은 미중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국 지도부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 것이
었다. 미국의 줄기찬 북한 견인 전략을 중국이 얼마나 우려했는지, 중
국이 북한에 쐬기를 박으며 단단히 결박하는 조치였다.
북중관계는 중국 주도에 따라 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이자 운명공
동체인 혈맹･순치관계로 복원되었다. 나아가 양국이 공동의 안보전
략을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수
한 관계로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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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착, 4차 정상회담과 시진핑 방북
제4차 북중정상회담(베이징, 2019.1.7-10)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초, 외교분야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
고 집권 후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 2019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1월 8일은 김정은의 35번째 생일이었다. 시진핑 주석
은 자신의 생일날 중국을 찾아준 김정은을 크게 환대했다.
김정은이 새해 초부터 베이징을 찾은 것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
이하는 해에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되었다는 방증이었다.
4차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김정은이 시진
핑과 공동의 안보전략을 서로 소통･협의하기로 한 3차 회담 합의를
곧바로 이행하는 모양새였다.

〈표 Ⅳ-9〉 김정은･시진핑의 주요 발언
김정은

시진핑

- 중국에 자주 와 발전상을 답사하길 희망
- 지난해 중국의 중요한 역할에 감사
- 우리는 비핵화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 북미 2차 회동의 성과 위해 노력할 것임.
- 중국 인민은 우리 형제

- 우리는 조선의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 북중은 순치관계
-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심은 정확함.
- 조선 주장은 응당한 요구, 해결돼야 함.
- 유관국이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함.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방안, 대미 협상 등에
서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
신은 시 주석이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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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했다.”는 사실을 강
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믿음
직한 후방’, ‘견결한 동지’, ‘벗’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했다. 이는
마치 1946년~1947년 국공내전 당시 북한이 동북지역에서 진퇴양
난에 처한 중공군을 적극 도와준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때
중공군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후방’, ‘동지’ 등으로 표현했었다.
김정은의 방중 목적은 ①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전
략적 소통･연대를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고, ②북중수교 70주
년 새해 초 방중을 통해 양국 간의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 기조를
다지며, ③대북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럼에도 2018년의 각종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로 연결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해
북중무역액은 전년 대비 60%감소했다. 북미정상회담 전망도 불투명
해졌다. 이런 실정에서 김정은의 4차 방중은 중국에게 경제 지원･협
력을 얻으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바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지원군으로 묶어두기 위한 포석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쟁점이었던 비핵화의 범위와 방식, 속도와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후 북미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진다. 그동안 북미
관계 진전의 훼방꾼이라는 미국의 의심이 부담스러웠던 중국은 숙제
인 시 주석의 답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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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동북아 역내 영향력도 강화할 필요
가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시진핑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켰다.

제5차 북중정상회담. 시진핑의 평양 방문(2019.6.20-21)

중공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시진핑이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이었다. 김정은 위
원장의 네 차례 방중 뒤에 이루어진 ‘답방’이었다. 미중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목전에 두고 있
었다.
시 주석의 방북 주목적은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우의
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찾고 ‘영향력’
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다. 김정은으로부터 북미 ‘물밑 대화’에 대
한 진상･진의를 파악할 필요도 있었다.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
고 있던 미중관계에서 ‘북한 카드’ 활용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방북 하루 전 북한 ｢로동신문｣(2019.6.19)에 실린 시진핑 주
석의 특별기고문(“중조친선을 계승해 시대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
기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시 주석은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찬양하고, 시종 ‘중조친선’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
적 해결을 환영･지지한다는 입장 외에 기고문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것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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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북중 양국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 강화’, 특히 “국
가관리 경험을 교류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처음이었
다.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 해결 지지’라는 것도 특별했다. 이를 뒷
받침이라도 하듯 시진핑은 중국의 주요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허리
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대동했다. 중국이 향후 북한의 ‘뒷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표 Ⅳ-10〉 김정은･시진핑의 주요 발언
김정은

시진핑

- 북중 우호의 새 시대가 열림.
- 중국 경험을 배워 발전에 적극 나서겠음.
- 이번 방문은 조중 친선의 불변성･불패성
을 과시한 결정적 계기
-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을
높이 평가, 중국과 계속 소통, 조율을 강화
- 사회주의제도 고수가 북중우호의 핵심,
조중친선의 특수성･불패성이 진리임.

-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를 견지
하는 것이 중조 관계의 본질적 속성
- 최고지도자의 우의 전승과 전략적 선도
가 북중관계의 최대 강점
- 양국 간에 국가관리 경험을 교류하자
- 북한의 합리적 안전･발전 우려 해소를 위
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
- 중국과 북한은 한 집안(一家)

회담에서 시진핑은 북중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시대의 새로운 장
을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역시 시진핑의 방
북으로 “북중 우호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북한은 중국과 나란히 서
서 북중 친선･협력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은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며 “유
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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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발전과 관련한 관심사 해
결을 돕겠다.”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적극 호응했다.161 김정은
은 “중국과의 소통･협력을 계속 강화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
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고 함으로써 국가관리 경험을 교류하겠다는
시진핑의 바람에도 부응했다.
북한은 전례 없이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환영회를 여는 등 시진
핑 주석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와 대
북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
과 없이 끝난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던 김정은에게 시진핑의 방
북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할 만 했다.
북한이 비핵화, 제재 해제, 안전보장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입장 차
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었
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안보･발전 관심사 해결을 적극
돕겠다는 한 약속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북미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의지해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미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161

이상숙, “시진핑 주석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평가,” 『IFANS FOCUS』, 2019-11K
(2019. 6. 26.),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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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신시대’ 진입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이후 15개월 동
안 5차례 정상회담 가졌다. 시진핑은 방북 5차 회담에서 북중관계가
‘신시대’(新時代)로 진입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신시대’라는
표현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보낸 구두친서
에도 등장한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발선인 19차 당 대회 때 ‘시진핑 사
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채택한 이후 ‘새
로운(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신시대’는 역사 과정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데, 북중관계 또한 지난 시기에 의심과 반목
의 우여곡절(反)을 겪었지만 결국 합(合)으로 수렴, 새로운 관계로 들
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162
그렇다면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는 무엇이 새로운 것
인가?
가장 큰 특징은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냉전시대에 많이 사용된
용어들이 총 동원되면서 북중관계가 전통적인 혈맹순치관계로 복원
된 것이다. 김일성의 만주 기억과 북한의 국공내전 지원, 중국의
6.25전쟁 참전 등에서 다져진 한 집안 식구, 한 참모부, 운명공동체,
혈맹･순치관계와 같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북중관계 신밀
월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162

양갑용, “중국의 ‘신시대’ 변화 논리와 함의,” 『INSS 전략보고』, No. 65 (2020. 2. 24.),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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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양국 정상이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을 ‘공산당이 영도하
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서로 확인한 것이다. 물론 냉전시
대부터 양국 간에 ‘사회주의 형제당･형제국’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
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미중 패권전쟁이 문명과 이념 충돌 양
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시진핑은 “양국 공동의 이상
적인 신념과 분투 목표는 북중관계의 전진 동력”이라며 공산당이 이
끄는 사회주의가 북중 ‘우호의 핵심’이자 ‘본질적 속성’이라고 강조
했다.
나아가 시 주석은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사화주의 북한과의 관계
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단순한 국
익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을 보다 중시하는 관계로 전환
시켰다. 2020년부터 ‘신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에
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국가(인민)와 중국공산당의 시진핑 총서기를
분리해 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을 “실패한 전체주의 이데
올로기 신봉자”, “ 권위주의 독재자”로 규정, 맹비난하고 있다.163
셋째는 위와 같은 북중관계의 개선과 밀착은 과거에 늘 그러했듯
이 미중간의 전략경쟁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사실 북미정상
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 자국
으로 견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제2의 대만’으로 활
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관계가

163

2020. 7. 23.,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미 캘리포니아 닉슨도서관에서의 ‘중국공산
당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 내용. 이후 폼페이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주석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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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될 경우 남북미 3국 협력체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었다. 모두
중국에 치명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 견인 시도에 사활을
건 ‘북한 끌어안기’로 대응했다. 시 주석은 북한에게 ‘3대 불변론’ 제
기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해주기
로 약속했다. 나아가 미국이 아닌 자국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개
척’하자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한 전략을 무력화하고, 자국
이 주도하는 ‘신시대 북중관계’를 열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미중 간
에 전개된 북한 쟁탈전, 즉 제2의 6.25전쟁은 또다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끝났다.

라.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현재 북중 양국은 지도부
간 ‘친서외교’와 역내 현안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 등을 통해 밀착
하고 있다. 북중관계 밀착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대북제재 지속에 따
른 북한의 경제난 가중, 나아가 북미 협상 장기 교착과 남북관계 경색
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164 이런 요인들은 북중 양국
에게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164

신종호, “최근 북･중 ‘밀착’ 배경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Online Series』, CO 202027 (통일연구원, 2020. 11. 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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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안보협력 강화

북중관계 개선･복원의 가장 결정적인 동인은 양국이 공동의 안보 위
협으로 인식한 미중관계였다. 미중관계가 패권전쟁 양상을 보이면서
북중관계가 더욱 밀착한 것이다. 미중관계가 악화돼 신냉전으로 가고,
코로나19 팬더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북미 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동력 또한 크게 약화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2020년 5월 23일,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또 북한군 포병의 화력타
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핵전쟁’에 대비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기존의 군 총정치국장 우위
의 군사정책 결정･지도체계도 전면 수정했다.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 직책인 부
위원장 직에 앉혔다.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을 대장 계급의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 더 높은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으로 진급시키
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
군사조직과 지휘체계의 개편은 북미 협상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
상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남한의 군비증강 등이
작용했다.165 이 같은 북한의 조치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협력

165

정성장,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 핵 억지력 강화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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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비공개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평양을 방문했
던 먀오화(苗華)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은 그해에만
3차례나 북한의 군부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협력보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
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
기보다 이를 이용한 동아시아 전략과 자국 견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가기보다 자국이
보다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19년 6월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겠
다는 것이다.166 미국이 추구해 온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부정
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
다. 오랫동안 단절된 북한과의 군사분야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체제 보장 문제를 ‘의제화’ 했다. 장쥔 주 유
엔 중국대사는 2019년 12월 11일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
이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답하지 않는 것이 협상 교착

무기 운용을 위한 군사지도부 개편,” 『세종논평』, No. 2020-08 (2020. 5. 26.), pp.
1~2.
166

이성현, “미중관계 악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No.
2019-16 (2019. 12. 16.),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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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과 관련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미중관계가 갈수록 세력전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북핵은
중국에게도 ‘필요악’일 수 있다. 1975년 4월 18일, 마오쩌둥은 방중
한 김일성에게 “반드시 2개(석유･핵무기)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독려한 적
이 있었다.167 1970년대 이후 중국이 마음 놓고 개방･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탄(원자탄･수소탄) 일성(ICBM)’을 보유, 미국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국의 경험에 비추어 중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변화･개방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상식적으로, 북한 안정과 자국 안전을 동일시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핵으로 무장한 자국의 동방초소･방파제는 총포로 무장한 것보
다 더 든든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표명한 정책(stated policy)과 실
질적인 전략목표(real purpose)는 다른 경우가 많다.

북중 경제무역관계 변화

북중 간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정치군사에 못지않은 변화가 있었
다.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북한에 준 충격

167

김명호 교수의 북-중 교류 60년, (24) 대북관계 전면 나선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죽
기 전 김일성에 “앞으론 덩샤오핑과 상의하라,” ｢한겨레｣, 2014년 11월 16일. 한편,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핵 개발을 만류한 적도 있다. 이에 김일성은 “우리의 핵개발
에 최대 장애는 중국이다.”라고 말했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지 않았으
나 마오저뚱이 사망하기 1년 전 병석에 누워서 김일성에게 한 이 발언은 사실이었다
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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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느 나라 못지않았다. 북한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코
로나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북한은 2020년 1월 22일, 중국
의 코로나19 발생 발표 13일 만에 국경을 폐쇄했다. 다음 날에는 외
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다. 1월 30일에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
하고, 2월 20일에는 학교를 폐쇄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168 북한은
감염증 환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공언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국
가 존망과 관련한 정치문제로 여기고 관련 사업을 강화했다.169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불확실성도 급증했다. 북중 무역
감소와 기업소 생산 활동 저하, 외화 부족, 시장 위축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이 봉쇄되고, 대북 경제제재가 가
중되면서 북중 무역이 급감했다. 반면에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170
북중 무역은 2014년에 역대 최고치인 약 6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핵･미사일 개발 저지보다 북한의
외화획득 차단을 위한 스마트 제재로 전환되면서 북중무역은 큰 타
격을 입었다.

168

임을출, “코로나19 팬데믹,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과 과제,” 『IFES Brief』, No. 202003 (2020. 4. 14.), pp. 2~3.

169

｢로동신문｣, 2020년 1월 29일.

170

이동민, “북중무역의 분해와 이를 통한 대북제재 효과의 재평가,” 『KDI 북한경제
리뷰』, 제22권 2호(2020), p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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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북한-중국 수출입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0년 3/4분기 북한-중국 무역동향 분석” (2020. 11. 27.
보도자료).

2017년부터는 북한이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서 북중 무
역량이 급감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8.5)는 북한산
무연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나아가 유엔안보리 결
의안 2375호(2017.9.1)는 북한산 직물･의류 완제품 수출을 금지했
다. 이로 인해 2018년･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약 86%･21% 감소했다. 수입은 2018년에 약 31% 감소하고, 2019년
에 약 16% 증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
고, 대외무역의 폭이 좁아지자 이를 중국과의 무역을 늘려 상쇄했다.
2001년 17.3%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대북 제재
가 지속되면서 2019년 사상 최대인 95.2%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액
도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 437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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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대국은 115개국서 62개국으로 급감했다. 대북제재가 강
화된 2017년을 전후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도 완전히 재편됐
다.171 기존 5대 수출품이던 석탄･철광석･직물･편물･수산물과 5대
수입품인 연료･전자･기계･차량･철강 등은 수입이 허용되는 일부 연
료를 제외하고 수출과 수입 비중이 모두 0%에 가까워졌다.172

〈표 Ⅳ-12〉 북한의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4,323 4,242 4,250 4,604 4,562 3,089 1,958

330

261

수입

4,643 5,194 4,894 5,163 4,730 3,283 3,432 2,322 2,684

수출입 8,966 9,436 9,144 9,767 9,292 6,372 5,390 2,652 2,945

〈표 Ⅳ-13〉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 비중 추이
(단위: %)
2001

2005

2010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17.3% 32.5% 45.3% 63.3% 59.6% 84.3% 92.3% 91.7% 95.2%
비중
* 출처: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2019. 5. 6. 보도자료).
* 2017-2019년 남북반출입 통계는 비상업적 거래로 합산에서 제외

171

이윤재,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주간 KDB리포트』, 제881호 (2020.
6. 8.), pp. 1~3; 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KITA 남북경협리포트』, Vol. 3 (2019),
pp. 1~3.

172

최장호･최지영,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1 (2020),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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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4분기까지 북한의 대중무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일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다시 급감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발생한 북중
간 무역 감소폭이 대북제재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에 강화된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후 2018년 1~9월
북중무역은 57% 감소한 반면, 2020년 1~9월 북중무역은 73%나
감소했다. 11월 현재까지 북한이 국경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올해 북중무역 감소폭은 약 8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림 Ⅳ-14〉 2020년 북중 수출입 월별 증감률 추이
(단위 : 천 달러, %)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0년 3/4분기 북한-중국 무역동향 분석” (2020. 11. 27.
보도자료).

제반 상황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내 각
종 시장 생필품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었다. 각종 유류의 수
입･지원에서도 중국이 약 90%를 차지한다. 북한에서는 중국 화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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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가 통용되고 있다. 북한의 중국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
도 평화･번영과 통일의 전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협력 한계

2018년 김정은의 방중 이후 양국은 비핵화를 둘러싼 문제와 민
생･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측
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협력 의지는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의 일
환이다. 중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방
중을 계기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무상 지원했다. 이는 김정은의 네 차
례 방중에 대한 성의 표시였다. 북중수교 70주년이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2019년에는 상당한 무상원조가 제공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
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북중관계가 다방면에서 정상 궤도로 회복된 것은 분명했
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한 만큼의 실질적인 지원･협력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악영향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중 패권전쟁은 끝날 수가 없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과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 채 북한을 적극 도울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정면돌파전’이라는 이름으로 자력갱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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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북중관계의 특징과 변화

문대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 북중관계의 특징
가. 공동운명체 유지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친구는 바꿀 수 있어
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고조선 때부터 한반도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했다. 한반도 국가는 좋든 싫든 이웃 중국
과 특수한 관계 속에서 공동운명체 관계를 유지해왔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인접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후원국이
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
한은 중국과 아시아 첫 번째 수교국이다. 소련의 위성정부로 탄생한
북한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중국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만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해 북한을 구해준 중국은 서로 ‘피로써 굳어진
(鮮血凝成) 관계’로 발전한다.
북중관계에는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는 물론 탈냉전 시기에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 대국인 중국은 끊임없이 지원･협력과 개입･간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자 했다. 약소국인 북한은
주체･자주를 내세우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호의 시기보다 불신과 갈등의 시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에도 양국은 평시에는 갈등･협력하다가 공동의 안보위기가 닥칠 때
는 극적으로 반전, 결속하며 우호적인 혈맹순치관계를 복원해왔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70여 년의 파노라마와 같았던 북중관계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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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과 함께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환경 이외 양국의 상황, 역내 국
가관계, 북핵과 같은 요인들이 그것이다.

〈표 Ⅴ-1〉 70여년 북중관계의 긍･부정적 요인
시기 구분

화해･협력 요인

불신･갈등 요인

김일성
시기

국공내전, 6.25전쟁, 냉전

8월 종파사건, 중국 문화대혁명, 중
국 개방･개혁, 미중수교, 한중수교

김정일
시기

북한의 경제난, 남북정상회담, 남북
관계 악화, 미중관계 악화

탈냉전, 신의주 특구 개발, 제2차 북
핵위기, BDA 문제

김정은
시기

미국의 아시아 회귀, 한미의 북한붕
괴/통일론, 북미정상회담, 미중 패
권경쟁, 신냉전

북한 핵･미사일 시험, 장성택 숙청,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등

그 중 북중관계의 특징을 규정해 온 것은 역사적･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미중관계가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냉전과 탈냉
전,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70여 년의 동북아 정세를 패권국인 미
국이 좌우하며 중국이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북중 양국
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에서 소외된 채 결속했다. 탈냉전시대
에는 미중과 한중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북중 간에는 갈등이 많았
다. 2020년에 시작된 미중 간의 패권경쟁(신냉전) 상황은 다시 북중
관계의 밀착을 촉진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북중관계의 수많은 곡절 속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
이나 북중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내거나 얼굴을 돌렸어도, 북한이 뼈아프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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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거나 북한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
적 이해는 북중관계가 한계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저항선이었
다. 북한에게도 중국은 자국의 생명선이었다. 북중관계는 겉과 속이
다른 불신･견제, 갈등･화해의 연속이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
게 필요한 공동운명체 였던 것이다.

나. 중국의 대북 인식･정책이 주도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

중국에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 역사에서 길을 찾는다.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역사에서 우러나온 고사성어(中華成語古事)를 마치 교시(敎示)와 같
이 활용한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의 대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
의 깊고 끈질긴 역사 인식과 지정학에서 비롯된 전략적 이해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보는 바, 중국인들은 고조선과 고구려, 발
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한다. 동 지역에서 건립된 모든
국가를 자국 동북지방의 소수 민족정권으로 여긴다. 그 연장선상에
서 중국은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한반도의 청천강 또는
대동강과 원산을 잇는 선의 이북을 자국의 역사적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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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Ⅴ-2〉 내용은 대동강-원산선 이북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
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史例)들이다.

〈표 Ⅴ-2〉 대동강-원산선 이북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시기

구체 내용

비고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시

◦ “고구려의 강역(疆域)은 본래 중국의 군현인바, …”
◦ “고구려 땅은 본래 孤竹國, 周代 기자에게 봉했다.”

신하 裵矩
冊침공 명분

당 태종의
◦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인데, 수씨가 4번 군사를 냈지
고구려
만 얻지 못했다. 이제 짐이 동방을 정벌해 중국을 …”
침략시
거란의
고려
침략시

◦ “너희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소유할 터인데…” (옛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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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197
소손녕-서희
담판

시기

구체 내용

비고

중국의
한국전
참전시

◦ 중국은 압록강을 ‘국방선’, 평양-원산선을 ‘전략선’으
로 정해 6.25전쟁을 수행

마오쩌둥
군사문

중국의
동북공정

◦ 고구려는 지방 소수민족정권, 중국의 강역은 각 왕조
의 강역의 총합, “오늘날의 중조 국경은 조선 측이 끊
임없이 북쪽으로 확장･형성한 것”(쑨진지)

2004년 전후

2012년
CCTV

◦ 발해는 당나라의 외곽 군사정부이자 당나라 영토
CCTV 창바이산
◦ 발해의 건국 주체는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
(백두산)
인 말갈족이며, 당나라의 책봉으로 중국에 귀속
‘山海相望’ 편

* 출처: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199. 이후 변화
된 내용을 반영, 수정.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과 함께 유의할 점은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태양민족’이라는 북한이 남한과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
는 사실이다. 북한은 고구려를 이은 발해를 한국사의 정통으로 보고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성장하고 중국공
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한 김일성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론은 사실상
남한을 배제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
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173

173

북한이 주장했던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론은 사
실 남북 차단 전략의 일환이었다. 폐쇄와 차단의 대상에는 동일 사회주의권뿐만 아니
라 남한도 포함되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북한인민 중심의 민족주의 담론이다. 남한을 향한 ‘우리민족끼리’와 ‘민족
공조’ 또한 주로 대미･대남 협상 전술의 일환이었다. 김일성민족론은 1980년대 이후
동독의 호네커 수상이 반통일･분단고착화를 위해 주창했던 동서독 ‘2민족 2국론’과
도 같은 것이었다. 문대근, “북한 민족･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연구방법론 리포트 (2010. 6.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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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

위와 같은 역사 인식과 함께 아래 〈표 Ⅴ-3〉에서 보는 바, 중국인들
은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은 어떤 경우, 어떤 형
식으로든 관여해야 할 땅, 적대세력을 저지해야 할 완충지대로 본다.

〈표 Ⅴ-3〉 중국의 동북･북한지역 지정학 강조 사례
시기

언급 요지

전통시대
(16c, 19c)

◦ 薛帆, “遼東은 북경의 팔이며 조선은 곧 요동의 울타리임.”(1592년)
◦ 李鴻章, “조선 존재는 중국 안녕과 직결, 보호･협조해야”(1879년)
◦ 袁世凱, “미얀마･베트남은 잃을 수 있지만 조선은 안됨.”(1885년)

◦ 宋敎仁, “만주를 장악하면 베이징 장악은 시간문제임.”(1911년).
근･현대시기
◦ 毛澤東, “참전 않으면 동북 안전, 신중국 건설 불가능”(1950년)
(20c)
◦ 熊光楷, “전략적으로 북조선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음.”(1999년)
* 출처: 문대근,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예상 태도,” 『접경지역 통일연구』, 제1권
(2017), p. 9 참조.

자고이래로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전략적 이해는 ‘안정’
과 ‘영향력’ 확보이다. 먼 옛날 중국은 자국의 요구를 거부한 동방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무력으로 정벌했다. 순응한 국가인 신라･
조선은 기미(羈靡: 말이나 소의 고삐, 끈)로 느슨하게 관리･통제하며
오랫동안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지역이 경쟁국인 일본, 미국 등
에 의해 위기에 처할 때는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거나 외교적으로
간섭했다.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 이해는
조선이 병자호란으로 만주족의 청(淸)에 복속된 후 명(明) 제국이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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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자 강화되었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청 제국이 일본에 패배해 중
화질서가 붕괴되면서 중국인들은 한반도의 안정･안전이 곧 자국의
안전임을 자각하게 된다.
두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치명성을 각
인시켰다. 이후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 북부지역을 자국의 영향
권 아래 둬야 한다는 인식은 역대 중국 지도부의 상이성이나 국내정
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된 것이었다.174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북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확
고부동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가인 왈츠(Kenneth N. Waltz)는
이 같은 중국의 인식과 행동 패턴을 “어떤 중국정부라도 압록강으로
접근해 오는 강대국을 목도한다면, 능력이 있는 한 거의 확실하게 군
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175 실제로 중국은 임진왜
란과 6.25전쟁, 수차례의 북핵위기 등에서 본 바 경쟁세력에 의해 북
한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는 이를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다. 아래
〈표 Ⅴ-4〉와 같이 보가위국(保家衛國)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직접 개
입･간섭하는 패턴을 반복했던 것이다.

174

曾光, “历史上朝鮮‘拖累’中国了吗,” ｢環球時報｣, 2014年 4月 10⽇.

175

Kenneth N. Waltz, “A Response to My Critics,”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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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중국의 개입･간섭 주요 사례
사건

동북아 정세 변화

이슈의 정치화

중국의 인식･정책

임진 ◦ 일본 통일, 명의 쇠퇴, 만주 ◦ 일본의 조선 침공 ◦ 참전/抗倭援朝
왜란
지역 여진족 발흥
- 征明假道
- 脣亡齒寒
(16c) ◦ 일본, 조선･중국 정복 의도 ◦ 일본군 압록강 도달
- 再造之恩
청일 ◦ 청의 국력 쇠락, 혼란
전쟁
- 서구열강 서세동점
(19c) ◦ 일본의 근대화･강대국화

◦ 조선 동학혁명 발생 ◦ 조선 속국화 기도
- 청･일, 군대 파병 ◦ 청일전쟁 패배
◦ 청일전쟁 발발
- 중국 멸망

한국 ◦ 동서 냉전체제 구축
전쟁 ◦ 중국 공산화, 중소동맹조약
(20c) ◦ 미국의 애치슨 선언

◦ 한국전쟁 발발
◦ 전쟁불가피론
◦ 미군, 38선 월선
◦ 抗美援朝 保家衛國,
- 동북･압록강 위협
참전

북한 ◦ 중국의 G2 굴기
위기 ◦ 미국의 아시아 회귀
(21c) ◦ 미중 패권경쟁 가속

◦ 북핵 억지력 고도화 ◦ 중국의 적극 대웅
◦1, 2 차 북미정상회담
- 5회 북중정상회담
- 미국, 북한 견인 ◦ 북중 밀월관계 복원

* 출처: 문대근, 『중국의 대북정책』, 2013, pp. 253~254. ‘북한 위기(21c)’는 추가

위 〈표 Ⅴ-4〉에서 보는 바, 시대･상황을 넘는 4개 사건의 전개 과
정에서 북한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 중국의 안보위협 인식과 대응은
대동소이했다.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도 동일했다. 중국의 목적은 조
선을 구하거나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 또는 사건
발발 그 자체나 지리적 인접성 때문만도 아니었다. 중국의 실질적인
전략 의도는 북한지역의 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자국민의 안위와 자
국의 안보, 즉 보가위국(保家衛國)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지역이라는 땅의 확보, 즉 조
선왕조나 북한정권이 아니라 ‘완충지역’의 보존과 안정이었다. 이 같
은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패턴은 현 시진핑 정부의 북중관계에
서도 유지되고 있다. 자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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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미중 패권전쟁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
략적 이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미중관계가 정향･수준 결정
1950년 6.25전쟁에서 싸운 미국과 중국은 30년의 적대관계와
40년의 갈등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금은 다시 적대관계로 돌아
섰다. 지금도 얕으나마 진영의 논리와 신냉전의 기운이 돌고 있는 동
북아는 “구조(미중관계)가 역내 국가관계와 상황을 규정한다.”는 왈
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관계는 지난 70여
년 동안 아래와 같이 한반도 내외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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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런 독특한 동북아 역학 구조 속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
책과 미중관계를 고려해 북중관계를 조정해 왔다. 상호 전략적 경쟁
관계인 미중의 정책 목표는 역내에서 상대방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
하는 것, 즉 세력균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정책은 상대방의 정책에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중관계가 협력적일 때 북한과의 관계를 다소 느슨하게
관리하고, 경쟁･대립적일 때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임진왜란
과 한국전쟁 참전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반도나 북한을 보고 대한반
도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 등 동아시아
내 경쟁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위협 여부와 그 수준을 보고 결정해 왔
다. 구조가 북중관계의 정향과 그 수준을 결정해 온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 전략상황과 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미중관계
가 점차 막다른 디커플링, 신냉전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은 냉
전시대와 같이 이념이 강조된 북중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서 이(利)보다 의(義)를 중시하며 북한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싹이 틀 때 발생한 미소 간의
이념전쟁이었다. 2020년부터 미중 간에 신냉전의 싹이 트고 있다.
패권전쟁은 점차 이념전쟁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
쟁이 ‘투기디데스 함정’에 빠지면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서 한반도는 주변국들이 자기 땅에 피 한방울 뭍이지 않
고, 전쟁하기 딱 좋은 땅(희생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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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은 중국을 불신･경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는 북한의 대중국 인식･정책도 상당
한 영향을 미쳐 왔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맹아(萌芽)는 1919년
김일성 가족의 중국 이주로부터 시작된다. 김일성은 1919년부터
1940년까지 중국학교인 화성의숙과 유원중, 육문중에서 공부하고
중국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했다.

만주 기억이 관계의 태반

김일성은 1930년대 동만주에서 일어난 반민생단(反民生團) 사건176
을 겪으며 20대의 어린 나이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가 된
다. 자신도 구사일생(九死一生)을 경험한 민생단 사건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민족주의의 한이 마음 밑바닥을 채우고, 민족적 공산주의 사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제시대, 이국에서 피압박･소수민족의 서러움을 체험한 김일성 등
빨치산들의 만주 기억은 건국 후 북한의 주체, 민족자주, 대국인 중국
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되었다. 나아가 북한정권의 특성인 극단적인 민
족주의･가족주의와 함께 특수한 북중관계를 만든 씨앗이 되었다.

176

이 사건은 1930년대 전반 중국 간도(東滿洲)의 중국공산당 유격대 근거지 내에서
소수인 중국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 중심의 중공 동만특위를 중국
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일제의 간첩으로 몰아 대대적
으로 처형한 한중일 민족 간의 갈등이었던 이 사건은 사실 한중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
한 일제의 이이제였다. 한홍구, “민생단 사건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제25호
(2000), pp. 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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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불신･경계의 대상

김일성 등 북한지도부에게 중국은 혁명 동지이자, 피를 나눈 형제
당･형제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장
성택의 처형과 2017년, 마카오･홍콩 등 중국권을 떠돌던 김정남의
독살에서 보듯이 북한은 중국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불신하고 경계
해 왔다.177
냉전시기, 북중관계는 협력 속에서도 복종･자주 간 갈등의 연속이
었다. 김일성은 “중국 사람들을 너무 믿다가는 자칫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178 이런 인식이 김정일･김정은으로 전
수된 것은 물론이다. 또 북한은 중국이 자국을 소홀시 할 경우 중국
을 비난하며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중국에게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었다.
아래 〈표 Ⅴ-5〉는 2000년 이후 북한의 지도자들이 중국 유인 및
대미 접근 차원에서 한 중국 비난 발언들이다. 지금도 북한은 자국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동맹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틈이 나면 철천지원수라는 미국에게
접근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과 2019년 2차례 북중정상회담
은 북한이 미국으로의 접근을 통해 중국을 유인해 지원을 획득하고,
중국에 확실한 보험을 들기 위한 양 줄타기 전략이었지만 말이다.

177

북한은 1956년 8월 중국과 가까운 연안파들에 의한 종파 사건 이후 ‘자주’의 기치 하
에 외세(특히 중국)와 결탁된 권력투쟁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주력, 장성택
전격 처형과 김정남 살해는 그 일환이었다.

17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p.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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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북한의 중국 비난 발언
일시

고위급 인사의 관련 발언 요지

2006.10
2007.3
2007
2007.3
2009.5
2018.3

김정일, “북미관계 개선 시 우리는 미국의 친밀한 파트너가 될 것임.”
김계관, “중국을 불신, 중국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 우리와 대화하자.”
전직 외교관, “북한이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는 미국,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임.”
김정일, “(중국 주재 최진수)대사 일어나시오. 중국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요?”
김정일,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김정은, “비핵화 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발전과 정상국가 되기를 희망함”

* 출처: 각종 관련 연구･보도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함.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은 1992년 한중수교와 1993년
이후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가되었다. 북한은 중국이 자
국을 배신,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중국이 자국을 무시하고
한미 등과 협력하며, 자국에 대해 개혁･개방을 주문하고 핵 포기를
종용하는 태도를 배신으로 여겼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딜레마 이용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따라 배우며, 중국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생
존해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
를 적절히 이용했다. 중국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경우 군사적 모험
주의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중국의 외적 위협과 안보 우려
를 자극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의 관심을 끌고,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면서 북중관계를 복원하곤 했다.179 북한은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와 정
책 의지를 북중관계에 반영코자 한 것이다.180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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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려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익 우선을 추구해 왔다. 자국
생존의 최후 보루로 여긴 핵무기 보유를 줄기차게 추구해 온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는 중국의 역사 인식과 경
험, 미중관계, 북한의 대중국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
다. 이로 인해 북중관계는 지속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
데 유사한 패턴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 지속성･특수성은 세계 어느
나라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자관계의 모습이다.

2.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
위와 같은 북중관계의 특징은 그동안 국내에서 ‘북중관계의 지속
과 변화’라는 화두를 낳았다.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과 북중관계 연구･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논쟁의 주제는 북
중관계가 과연 특수한 관계인가, 아니면 정상국가 간의 관계인가? 중
국은 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북 영향력 행사에 미온적인가?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였다.
이는 한미 등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대북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179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國際政治論叢』, 제
48집 3호 (2008), pp. 119~148.

180

박동훈, “지정학의 ‘재생산’: 김정은시대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20092018) 중국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 -,”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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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중은 정상국가 관계인가?
북중관계는 중국, 미중관계와 함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변
수이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인 남
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때 국
내외에서는 북중관계의 변화와 성격에 관한 담론이 무성했다. 혈맹
순치관계, 전략적 협력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정상국가관계 론
등이 그것이다.

관계 변화･정상화는 희망

앞서 논의한바, 북중관계 70여 년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
다.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갈등･우호 관계를 반복하면서 변해 왔
다. 북중 간의 공동이익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
우 갈등･대립이 심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신경전도 양국관
계를 긴장시키며 최악의 국면까지 갔었다. 중국의 대북지원을 둘러
싼 양국 간의 갈등도 불가피했다.
사실,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특수성은 점차 퇴색
할 수밖에 없었다.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
보다는 변화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2010년 이후 국내 관련 연구들에
서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지속론: 특수관계론)보다 정상
국가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변화론: 정상국가관계론)이 우세했
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북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은 김일성 시기부터 김정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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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크게 변한 적이 없었다. 내외 여건과 최고지도자가 변할 때 이
익 또는 인식이 변한 적은 있었으나 양국 관계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한 적이 없었다. 변할 듯 변하지 않고, 갈등･협력하다 안보위기 시
에 결속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관계의 태반(胎盤)이 특수하고, 상
대방에 대한 깊고 끈질긴 인식･이해가 지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
중관계를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존재와 그들의 대한반도 인식･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한미 등 국제사회는 북중관계의 조그마한 변화를 큰
변화로 해석, 대응해 왔다. 현상에 대한 인식･정책에서 사실･진실
보다 이념･진영의 논리가 지배했다. 어떤 변동을 바라는 희망적 사
고와 섣부른 판단이 앞선 것이다. 지난 시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서는 남북관계와 함께 북중관계도 일반 정상국가 간의 관계로 보려
는 경향이 있었다.181 갈등이 증대되어 소원해진 북중관계의 정상
화나 밀착을 경계했다.
요컨대, 그동안 북중관계(나무)를 둘러싼 내외 환경은 크게 바뀌었
음에도 그 뿌리와 본질,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
중관계나 동북아 정세가 조금 변할 때마다 대북한 입장(줄기)과 태도
181

특히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정권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멈추었는바, 이는 구 동독의 호네커 정권이 반통
일 정책으로 추진한 ‘2민족 2국가론’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동독은 서독의 통일부 격인
내독관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국가 간의 관계와 같이 외교부를 상대하려 했다.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분단국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내
일부 보수 언론, 학자들은 건국절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남북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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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가 조금 흔들렸을 뿐이었다.
서로를 ‘형제당’･‘형제국’으로 표현하는 북중관계의 기저에는 인
간적 연대감은 물론 역사적･이념적･전략적 유대가 있다. 이는 마치
형제관계에서와 같이 갈등을 상쇄하면서 양국관계가 파탄나지 않도
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2020년 현재의 상황이 말해주듯, 북
중 정상국가관계론은 북중관계의 단절･파탄 같은 상황 변동을 바라
는 희망적 사고가 낳은 일종의 착시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보다 강력
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었다.

특별한 관행･원칙 형성

일반 국가관계는 주권독립, 영토보존, 정치체제 유지, 국위선양과
같은 국익에 따라 형성된다. 반면 특수한 국가관계는 유사한 역사와
문화, 이념 등을 공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동맹이나 전쟁, 긴
밀한 우호협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중관계의 형성과 전개의 역사를 보면 특수함이 본질임을 알 수
있다. 양국은 건국 이전인 1930년대부터 밀월･갈등 속에서 연대감
을 유지하며 관계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중국공산당 홍군(紅軍)의
1만 5,000리 ‘대장정’에 김훈, 무정 등 조선인 수백 명이 참여했다.
일제 강점기, 김일성과 빨치산들은 만주에서 중국공산당의 일원으로
서 ‘간고한 세월’ 항일투쟁을 같이 했다. 국공내전 시에는 6만 여명
의 조선의용군 희생과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공산혁명 승리를 견
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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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 중국의 참전과 5년여의 북한 전후복구 지원은 양국관
계가 혈맹･순치관계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냉전시기
중소분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는 특수한
관계의 원칙과 관행이 형성되었다.
국내의 한 연구자는 이 같이 북중관계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5개
의 고유한 관행과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양국은 ①일관된 동
맹을 유지하며, ②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③중국 노선이 북한을
견인해 가며, ④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를 비공개 협의･처리하면서,
⑤굴곡의 내면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182
사실, 북중관계는 정상국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성보다 특수
성이 지배해 왔다. 중국의 당국자들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대부분
도 북중관계가 특수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북중관
계의 정상국가론이 한창 제기될 때인 2010년을 전후, 내외 언론들은
김정일의 방중에 맞춰 기대와 다른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혈맹으로의
회귀를 비판적으로 논했다.
이에 대해 2011년 8월 30일 『환구시보』는 논평(“안정된 중북관계
가 중국에 가장 유리하다.”)을 통해 사실상 중국정부의 입장을 아래
와 같이 밝혔다

182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중국관계: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
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2004), pp.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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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언론들은 북중관계에 대해 ‘특수’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
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표현은 ‘정상적인 국가관계’
이다. 다만, ‘정상적 국가관계’라 해서 북중관계의 역사와 현실적 배경
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중관계가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수한 것 자체가 “정상적 관계”의 일부분이다...”

중국은 안정된 북중관계를 통해 외교적 탄력성(彈性)을 높이고 싶
지, 북중관계가 자국의 동북아 외교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을 바
라지 않는다. 한때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중관계의 균열
과 긴장을 의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
았다. 북한의 변동(붕괴 등)과 중국의 변화, 즉 중국의 북한 포기를 기
대하면서 북중관계의 틈을 이용한 압박･견인 전략을 구사했었다.
당시 중국은 이러한 오해와 기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어
둡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북중관계의 틈을 없애는 것이 역내의 혼란
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책으로 판단했다. 이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결정적인 이유였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한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중국이 북중관계
를 최고의 신밀월 관계로 복원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5개 관행의 현주소

북중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이
한 질서와 관행, 규범 등이 작동되고 있다. 냉전시기에 형성된 사회문
화적･이념적 유대의식과 동질성도 잔존해 있다. 양국은 동맹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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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동맹조약을 유지한다. 중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지속된 불
편한 관계 속에서도 대북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렇듯 북중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특수한
관계하의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이다.183 마치 전략적 이익
과 부담이 교차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와 같다고나 할까.184
북중관계가 특수한 것은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와
당(黨) 대 당의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통적
우호관계와 동맹조약, 당제관계(黨際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뿐이다.
2019년 1월 4차 정상회담 시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신의주를 지나
단둥에 접어들었을 때, 쑹타오 중국 중련부 부장이 먼저 열차에 탑승
해 영접했다. 귀국 시에도 단둥역까지 열차에 동승해 환송했다. 중국
외교부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북중관계가 여전히 당 대 당 중심의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도 북중관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5개 관행과 원칙이 근
간을 허물 지 않은 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3

천펑쥔(陣峰君), “북중 ‘혈맹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일신문｣ 중국시평, 2012년
7월 12일.

184 張洦匯, “中國對朝鮮政策可借鑒美以關系”, ｢鳳凰衛星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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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3月 12⽇.

① 북중동맹이 유지되고 있다. 1961년에 체결된 북중동맹조약은 한미
동맹과 달리 미일 등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이고, 그동안 2회 자동 연장
되었다. 2001년 연장된 조약 유효기간은 2021년이다. 북중관계가 경
색되었을 때 일각에서 제기한 ‘북중 동맹조약의 사문화’와 ‘자동군사
개입 조항 폐기’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다.185 중국은 북중 동맹관계
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미의 군사공격 가능성을 저지
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존속은 그 대적(對敵)관계인 북중동맹의 존
속 이유이다.
② 굴곡의 내면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냉전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양국 간의 갈등･굴곡이 일부 노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김정은･시진
핑 시대의 북중관계에서는 정상국가 간의 관계와 같이 공개･투명이 강
조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도 양국 간의 외교안보문제, 전략적인 소
통･협력에서는 여전히 비밀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13개 북중 접경지
역 통상구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다.
③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내정 불간섭은 사회주의 국
가 간의 기본원칙이자 중국이 대외정책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
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대해 내정불간섭을 하나의
거부 이유로 든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면 북중관계의 파
탄은 물론, 자국의 예민한 문제, 즉 인권･소수민족･양안 문제에 대한
서방의 간섭에 적의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자주･주체의 길을 걸어왔다. 북중관계에는 한미 동맹관계와 달리 안
보･자율성 교환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군사주둔형이 아닌 정치형
동맹으로서 자체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만, G2가 된 중국은 때로 북
한을 대국이 소국 대하듯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중국이 북한의 발전

185

｢KBS｣, 2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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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며 자국 방식의 개혁･개방과 국가 건설 경험을 나누자고 직
접 권장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④ 북한의 중국 노선 따르기도 여전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국의 노선･제도 등을 따라 배워왔
다. 북한의 각종 정치제도, 주체사상, 3대혁명, 1980년대 중반 이후 제
한적인 경제 개방 등이 그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
로 중국 따라 배우기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에서 열릴 때 많은 북한 관측자들은 북한이 중국 아닌 베트남을 따라 배
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같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5회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실상 북한의 중국 따라 배우기에 합의
했다. 중국은 북한에 자국의 경제발전 등 국가관리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모델 이외 다른 대안은 찾아오지 않았다. 현실
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이고, 경험을 쉽게 전수받을 수 있으며,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도 가능한데 굳이 다른 나라 방식을 찾을 이유가 없다. 다
만, 종심이 깊고 넓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종심이 짧고 작은 북한
이 그대로 따라 배울 수는 없었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과감한 개방 권
유에도 불구하고 ‘모기장식’ 개방을, 그것도 ‘돌 더듬으며 냇가를 건너
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이다. 북한은 휴전선 연변의 외진 지역에 터를
잡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했다. 북한은 자국과 같은 독재체제
의 개방･개혁이 물과 불의 관계임을 모를리가 없다. 서로 다른 여건･상
황에서 북한의 중국 따라 배우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⑤ 중요 문제 비공개 협의도 복원되었다. 냉전시대에 양국 간 중요 문
제의 비공개 협의는 관행이었다. 탈냉전, 한중수교 이후에는 전략적
소통･협의가 강조되었음에도 실제 작동은 많지 않았다. 2008년에야
비로소 이 관행이 복원되었다.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은 철저하
게 대미 협상 전략을 공조했다. 물론 양국 간의 전략대화나 군사교류는
완전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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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나 지금이나 북중관계만이 갖
는 특수한 관행과 원칙,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 과정
에서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 유지에 필수적인 상호 전략적 소통･협의
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는?
북중관계에서 북한이 갑질?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변할 것이라고 믿었다. 북중관계를 정
상국가 관계와 같이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국가관계로 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아니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통상 상하관계나 권력관계는 갑을(甲乙)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런데 북중관계는 상하관계나 권력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관계
에서 힘이 쎈 중국이 갑(甲)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
는 내정불간섭 원칙 때문일 수 있지만, 북중관계에는 일반 국가관계
의 질서와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북중관계를 갑을관계로 살펴보는 것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책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중국만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보았다. 중국이 갑이라는 전제 아래 중국이 움직이면 북한･북
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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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중관계에서 중국이 갑의 입장이 아니라면 어떨까? 중국을
통한 한미의 대북･대중 정책은 성공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대북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굳이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게 아니라면 중국에게 자포자기(自暴自棄)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북중관계의 오랜 역사와 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갑
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관리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중관
계가 소원할 때도 중국은 갑의 입장이 아니었다. 거의 언제나 을(乙)
의 입장에서 북한의 문을 두드리며 관계 복원을 희망했다. 대부분 중
국이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 것이다. 형제당･형제국 관계
에서 중국이 마음씨 좋은 형의 입장이어서 그랬을까?
또 북한이 중국에게 등을 돌린 적은 있어도,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
린 적은 없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수리(修理)를 명분으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막은 적이 있었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대북 지원이 끊
긴 적은 없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자국이 중국 동북의 안보방벽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인식, 이를 당연한 것으로 요구했다. 양이 차지
않으면 불만도 표시했다.
한미관계 등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짜 점
심은 없는데. 아주 작은 나라, 국민 월 평균 실질 임금이 우리 돈 600원
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186 북한은 대국인 중국에게 당당했다. 때로 갑

186

2020년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북한 원화 8,000수준이었다. 올해 11월에 들어
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재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환전수요가 급감해 달
러당 6,000원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NEWSIS｣,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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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비슷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체 무슨 연유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 앞서 논의한 북한지역에 대
한 중국의 끈질긴 역사 인식과 지정학적 이해 때문일까? 북한이 그로
인한 중국의 딜레마를 이용해 중국을 자국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적
사고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북중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진 빚보다 중국이 북한에 진 빚이 훨
씬 크기 때문이다.
1946년~1947년 당시 김일성은 정부수립 이전의 소련 군정(1945.
9.9.~1948. 9.9) 치하였지만 실권자였다. 그는 중공군이 동북지역
에서 치른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공을 구해주었다. 마오쩌둥은
그 보답으로 1950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을 구해주었다.
물론 국익이 더 중요했지만, 그의 고뇌에 찬 결심에는 의리(형제당･
형제국으로서의 義) 또한 크게 작용했다.
국공내전에서는 북한이 적극 지원한 중공군이 승리했다. 6.25전
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비겼다. 마오쩌둥이 차지한 중국대륙은 북
한지역보다 78배나 더 넓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중관계 속사정을 한발 더 들여다보자.
1946년부터 시작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의
동북전쟁에서 중공군은 미국이 지원하는 국민당 군에게 절대 절명
의 위기에 몰렸다. 동북지역으로 쫓겨나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 상황

29일. 북한에서 중산층, 예를 들면 일반 단위 사업소 과장급 월급은 북한 돈 4,000원~
5,000원인바, 이는 약 0.5달러이다. 12월 12일 현재 남한의 원/달러 환율은 1,092원/
1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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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댈 곳은 북한 뿐이었다. 그 때 김일성의 북한은 악전고투하던
중공군을 물심양면으로, 그야말로 힘닿는 데까지 도왔다. 중공군 내
6만여 명의 조선인 전사들도 참전해 피를 흘렸다. 북한 김일성은 중
공의 편안한 ‘후방’을 자처했다. 일제로부터 노획한 총 10만 정 등을
중공군에게 그냥 주었다.187
중공군은 국민당 군과의 ‘108일 전투(동북대회전)’에서 승리했다.
이 승리는 국공내전의 전세를 뒤엎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1947년 들
어 미국은 국민당 군에 대한 군수 지원이 실패했음을 알아차렸다. 공
산군의 전투장비에는 미제가 훨씬 많았다. 그해 3월 미국 트루먼 대
통령은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포기한다. 중공군의 승리는 단지 시간문제가 되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었다.
이후 중공의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래와 같이 “어려운 시
기에 북한이 준 보배와 같은 지원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언약을 실천해 왔다.
2019년에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안전･발전 우려 해소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한국 내 연구자들이 간과해온 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형성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7

이런 김일성의 전략도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었다. 즉 미국이 지원하는 국민당 군이 승
리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중국과 남한 사이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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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과거 중국 고위인사 발언
일시

관련 발언 요지

◦ 마오쩌둥, 6.25 참전 결정 시 발언
- “지금 조선은 위난지중에 처해 있다. 우리가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의 5성 홍기에는 조선열사들의 선혈이 배어있다.”
◦ 마오쩌둥, 김일성의 중국 방문 시 덕담
- “우리 두 집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돕고, 너희에게
1950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런 사이이다.”
◦ 저우언라이, 주 북한대사(成文) 부임 전 당부 말
- “1946-1947년 동북전쟁 승리는 조선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당시 조선은 우리의 든든한 후방기지였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시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 마오쩌둥･저우언라이, 김일성 60세 생일 공동 축하전문
- “중국 인민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혁명투쟁 과정에서 조선의 형제들은
1972년
무산계급 국제주의를 높이 표방했다. 우리들에게 보배와 같은 귀한 지원
을 해주었다. 중국 인민들은 이 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2019년

◦ 시진핑, 북한 방문 북중정상회담 시 발언
- “북한의 합리적 안전･발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

* 출처: 『김명호 교수의 북-중 교류 60년』 [1회~24회]<https://blog.naver.com/
ohyh45> 등을 종합정리.

신중국을 수립한 중공은 1950년 10월 19일, 만난의 위험을 무릅
쓰고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을 구해준다. 스탈린은 중국이 소련공
군의 공중엄호 지원을 요구하며 참전을 망설이자 10월 12일, 김일성
에게 만주로 철퇴할 것을 지시했다. 소련은 북한을 포기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연 인원 135만 명이 참전한 중국군은 총
1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정전 후에는 수십만 명이 북한에 남아
북한 복구를 지원했다. 1960년대부터는 식량･석유 등 전략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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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1958년 9월 자국 군을 완전 철수했다.
1994년에는 군사정전위 중국군 대표단도 철수한다. 67년이 된 정전
협정 유지를 중시하는 한미동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북
중관계에서 갑은 사실상 북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중국

위와 같은 특수한 북중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기 어렵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한미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북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한
다면 북중관계는 곧바로 단절된다. 북중관계가 단절되면 끈 떨어진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북한과 단절된 한국과 미국
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중국만 쳐다보았듯이, 중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면 생명줄이 끊긴 북한은 자폭
으로 위협하거나 러시아 또는 미국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중국이 감내할 수 없는 것
이다. 불안정한 북한이 망하면 그 여파는 곧 중국 동북의 불안정, 나
아가 대륙의 존망과 직결된다. 17세기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후금
(청)의 만주족에게 조선이 망하면서 곧 명나라가 망했다. 1910년 조
선이 망하니 1911년 2000년 중화제국이 멸망했다. 1956년 8월 북
한 내 연안파(延安派: 중국 옌안 등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한
친중 정치세력)를 통한 중국의 김일성 정권 변화 시도는 결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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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익을 본적이 없었다.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주었다.

영향력 행사에 미온적인 중국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영향력 행사와 대북정책 공조
요구에 대해 시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그 이행에는 동참했으나 미온적이었
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되, 그 수준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주민들의 민생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국
의 안보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중국은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영
향력 행사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해 왔다.
먼저 ‘중국책임론’과 관련, 중국은 자국 국력의 증가만큼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즉 중국
도 자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 다만, 중국이 짊어지고자 하는 책임의 크
기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중국은 “국제사회
나 아시아를 주도하는 경찰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개입하
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
북정책 공조 요구’는 탈피해야 할 냉전적 사고로 유관국은 냉정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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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하자고 촉구했다.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 또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의 대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북한에 요
구할 것이 있으면 중국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과 대화하라
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겠지만, 뭘 하라 마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북 제재의 수준’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조치들이 북한
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행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제
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한 것이다. 대안으로는 “대화･협상
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경로”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병행이라는 ‘중국방안’을 제안했다.
사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힘의 크기만큼 크다. 다양한 수단도 갖
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다. 그러나 실력 행사로 초래되는 후
과가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전면 실행은 곤란하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과도한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는 수행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단언한다.
이런 중국의 입장과 북중관계의 실제를 두고 볼 때, 한미 등 국제사
회가 기대한 정책들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때 중국 고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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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쏟아낸 북한 비판론과 부담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익론은 중국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였다.
그것들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
‘손자병법의 나라’인 중국의 외교정책은 다분히 전략적이고, 장기
적이며, 양면적이다. 한미의 대중국 정책은 상대방 국민들에게 자국
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립 서비스 류의 공공외교를 진실인양 믿
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실보다 앞선 기대와 희망,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중국의 정교한 공공외교와 표명된 정책, 내면의 전략의
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른 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다. 관계 변화가 어려운 이유
이 글은 특수한 북중관계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큰 변화 없이 일
관된 지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언제, 어떤 상황
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한국의 대북･대중 정책
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일관된 중국의 정책 기조

중국의 대북정책은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
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
는 2021년까지의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機遇期)에 ①자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질서의 유지･창출하면서,
②자국의 국력･위상에 걸맞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통해 주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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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안정’과 ‘영향력’ 확보다. 이를 위
해 중국은 한반도 상황 안정관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3대 중재 전
략과 함께 한국에는 3불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188 2018년에는 미국
의 북한 견인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게 3대 불변론을 제시했
다. 나아가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이제 미국이 아닌 자국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①북한의 안정을 유지시켜 붕괴를 방지하
고, ②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북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개혁･개방
을 유도하면서, ③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정책
기조는 ①북한체제 안정, ②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③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 ④북핵문제 해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목표와 기조 하에 중국은 상황에 따라 북한과 거리 두
기(전술적 변화)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기도 하고, 대북
접근을 강화하기도 한다. 2018년과 2019년의 한반도 대전환 과정
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 밀착했다. 중국의 정책들은 중국
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안정과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을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 특수
한 북중관계와 함께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188

한반도 문제 3대 중재 전략은 ①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②雙暫停(북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③雙强化(비확산, 평화적 대
화 강화)이고, 한국이 취할 3불 원칙은 ①사드 추가 배치와 ②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
동맹화, ③미국의 MD 참여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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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의 어려움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보다 진일보 변화한 것은 사
실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에서 한국에 의미 있는 대북정책 변화,
즉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추동하거나,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변화
가 어려운 이유들이 많다.
먼저,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인식과 전략적 이해가 천연적
(天然的)인 시공(時空)의 문제라 쉽게 변할 수 없다. 지리적 위치로 정해
지는 지정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과 지혜를 마치 종교와 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북한지역에
대한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인식은 오랜 역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189
더구나 강대국이 된 중국에게 한반도는 그동안의 소극적 순망치한
대상에서 적극적 순망치한의 대상이다. 북한까지 중국 견제에 활용
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똑같다. 중국은 이제 한반도 전
체를 자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저지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는 도약대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은 제어하되,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한국과의 관계 또한 어느 때보다도 ‘고도로 중시’하고, 상
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189

히라이와 슌지 저, 이종국 역,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3),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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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좁다. 중국이 부상한 이후 미중관계는 협력보다 불신, 경쟁･대립의 측
면이 더 강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사활을 건 패권경쟁을 시작했다. 미
중관계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전략적 불신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세계적 부와 권력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지각변동 상황에서 중
국에게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 대항전선은 더 필요하다.
중국 대외정책의 원칙･관행도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한다. 중국의 대외전략 원칙은 ①일관성과 ②안정성,
③혁신성을 총 방침으로 삼고 있다.190 한국･미국과 달리 국가 지도
부가 교체되었다고 정책이 쉽게 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
서 중국 지도자들은 ‘소규조수(簫規曺隨)’라는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
한다.191 타협과 내부 조율을 특성으로 하는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
또한 급격한 정책노선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유의할 점은 중국이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를 미중관계와 한미관계, 타이완문제와 연계해 보
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중국이 미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이전
에 북한에 대한 자국의 우월적인 영향력에 손상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동북아･한반도의 변동을 초래하는 큰 틀에서의 대
북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0

천바오성(陈宝生) 중공 중앙당교 부교장의 2013년 11월 21일 한중친선협회 초청 오
찬간담회 시 발언이다.

191

‘簫規曺隨’는 ‘전임자(蕭何: 前漢 고조 때의 名宰相)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후임자(曺參)
가 이어 간다’는 말로, 이는 중국의 전통이자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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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변화의 조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중국의 대북 정책･관계가 과연 언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의 평화･통일, 즉 한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한국
에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적극 추동하거나, 북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
계가 동북아 질서 구조 속에서 그 정향･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것
이다. 중국에게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에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관
계이다. 때문에 구조적인 차원에서 미중관계와 지역안보･국제관계
등 전략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중국이 스스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문제로부터 초래되는 강대국(미국)의 위협
이 상존하는 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오는 안
보위협이 사라지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
다. 결국, 아직 약자인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미중관계
의 변화와 한미동맹 변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상황’192에서의 큰 변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향요인은 한국의 대북･대
외 정책이다. 중국은 한국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더 좋은 방향으
192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전략상황으로는 북한 불안정, 미국의 쇠퇴 및 중국의 부상, 미
국의 대중 견제･봉쇄 전략(MD), 중일 간 갈등 지속 등 중국에 불리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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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북
중관계의 변화를 한중관계 및 한미관계의 변화와 연동시키며, 한국
정부에게 대미･대북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
면 중국의 대북정책도 변화의 여지가 커진다. 남북중 3각 협력은 중
국이 바라는 최선의 상황이다. 한국이 균형을 잡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북･대중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중국은 한국과 협력
하면서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편,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 소련이 그러했듯이 만약의 경우 중국
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수용할 것
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예상되는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 통
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일단 동북아의 전략상황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자국의 평화･발전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발전과 굴기, 특히 다가오는 자국 중심의 동북
아 시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도 평화롭고 통
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이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 통일이 시
기상조라는 본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정한 원칙･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은 지지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
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남북당사자 간의 자주･독립
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의
결과로서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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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어야 하며,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통일의 결과로서 통일한국이 자국의 적대세력이 되거나,
적대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
한이 급변･붕괴할 경우 과거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친중적이지 않고,
다루기 힘든 통일한국을 걱정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평화롭고 통일
된 한반도를 바라지만 불확실한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현재의 남북분
단 상태를 선호한다.193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비춰볼 때,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은 결국, ①북한이 중국에게 부담일 뿐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게 되고, ②남북통일 과정 및 통일한국의 청사
진이 자국에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 ③무엇보다 중
국이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일 것이다.
결국, 한미의 반응과 협력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변화에는
미중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상황의 변
화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중관계 변화가 이러한
전략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나 지
금이나 미중 양 진영은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
려운 일이다. 이게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상태에서 냉전의 고도
로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193

Simon Tisdall, “Wikileaks cables reveal China ‘ready to abandon North Korea’,”
The Guardian, Novembe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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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중관계 밀착의 함의
이 책이 북중관계의 70여 년 역사를 돌이켜본 이유는 역사가 그 뿌
리이고, 지식의 창고이며, 현 북중관계를 읽을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
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북중관계의 동인과 동학을 올
바로 이해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정책의 조건일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북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관계의 근
본적인 변화 없이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았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안보
이익’인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거나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
국 수호를 자국 수호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한다. 지난 30년 동안의 남북관계
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속에서 몸부림 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남북한을 서로 상대방으로
부터 떼어내 자국의 영향력을 전 한반도로 확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 3각 협력, 중국은 남북중 3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전
략 목표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형성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합의는 YES, 실천은 NO’일 것이다.
필자의 땀도 흠뻑 배인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한 합의들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 공동선언은 실현될까? 아직은 두고 볼 일
이다. 그런데 어떤 '법칙'은 사실이나 현상의 발생이 필연이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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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때 형성된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도대체 왜? 강대국 정
치의 원심력이 상시 작동하며 남북관계의 구심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현주소를 사실상
태평양쪽(해양동맹)에 두고,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대륙쪽(북한･중
국, 유라시아 등)에서 찾아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 당사자의 이행 능
력과 의지, 주인･주권 문제도 없지 않지만 이 딜레마와 판이 바뀌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나 평화･번영, 통일은 미망일 뿐이
다. 한미･북중 동맹이 존재하는 적대관계 구조 속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들이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중관계의 복원･밀착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
치 않다. 적극적인 중국의 대북 지원･협력은 북한의 안정･발전에 기
여하고,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며, 무력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위기관
리가 가능하게 한다.
역기능도 있다. 북중관계 밀착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저감시킬 것
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게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
를 내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중국화가 심회되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
력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증대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대북정책･북중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남북관계
와 직접 연계돼 있다. ‘도전하는 나라’로 굴기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데, 북한･중국과 협력 없이 한반
도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다.
지금 세계 역사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위기 상황을 고유의 지정학을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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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려거든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인
북한과 중국, 북중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수밖에
없다. 북중관계의 특수성과 현실에 비춰볼 때, 한국은 북중관계보다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평화･통일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
민들과 서로 주파수를 맞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연고권･지렛대가 없으면
주장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초 동아시아는 지난 100년의 시기에서 4번째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자 디지털
정부, 상품･서비스 제조와 수출 6위, 군사 7위의 나라이다. 특히 코
로나19 사태가 보여준 각국의 만낯들은 한국의 인프라와 시민의식
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선진 한국이 한미관계와 북중관계에서 오는 여러 제한들을
떨쳐버리고 북한과 함께 평화경제를 이루는 날, 100년 전 인도의 시
인 타고르가 예언한바 “코리아는 다시 켜지는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동방의 찬란한 등불(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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