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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종
전선언과 평화체제(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문제를 둘러싸
고 한중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
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인식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인식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이후 유엔사 문제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에 대해 중국
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
사 해체 및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의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중간 전략적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되었으나 2018년 남북, 북미관
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중국과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 시점, 쟁점사안 등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한중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절실히 필
요한 시점이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한국의 신
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상호 연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 질서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
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적극
적으로 각종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반도 정세 대전환
이후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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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상황을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차원에서 중국과의 적
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남·북·중 3자 혹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토대
로 남·북·미·중 4자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북미, 한중, 미중 간 적대
적 인식해소와 신뢰증진과 같은 상호인식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
다. 과거 여러 차례 합의를 이루었으나 적대인식의 지속과 신뢰 부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과정
하에서 상호간 인식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평화체제 협정과 합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제도화뿐만 아니
라 상호 인식, 관념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척될 경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시 내용상 차별화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추진 과정 속에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단계와
방식으로 함께 연동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 실현을 통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체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중국의
인식과 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작금의 북중관계 공고화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
하였으나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
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국이자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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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국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되며 부여된 모든 역할을 추진해 나간다
는 입장과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보여준 강력한
비핵화 의지 표명,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동창리, 풍계리 실험장 폐
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미
국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대북제재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점
진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弈, zero-sum)’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핵문제의 구조적인 근본원인을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
계로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 되지 않
는 이상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북
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통한 경제
발전 및 민생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 역시 명분상 더 이상 미국
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북제재 동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
의 체제안전 보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자패자식의 제로섬(零和博弈)
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국 모
두 균형(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단계적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
장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급
격한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국가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
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제선정,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과
첨단 전략자산 배치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과 우
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전략 본
격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고조, 무역환율전쟁 등으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대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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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봉쇄전략과 함께 맞물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
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19차 당 대회 이후 등장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갈수록 심화되
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역내 정세가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
서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은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및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50년 중국의 꿈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북핵
문제 악화로 주한미군의 역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
기가 커지고 있다. 만약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대중포위전략 차원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지역동맹으로 성
격이 변화된다면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 체
제를 강화하였으며, 2049년까지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
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위치권력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 방향과 미중관계 역학구도와 밀
접하게 연결시켜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
위기에 따라 후속 협상 여건 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동안 중단된
4자 혹은 6자회담을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
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한중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4
자 혹은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으
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중국과의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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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북·미·중 4자 대화,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줄곧 중국이 제시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인 쌍잠정과 쌍궤병행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한 접근
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과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간
다는 강한의지를 밝힌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추진을 놓고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중국의 쌍궤병행 정책 사이에
서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더욱이 2049년까지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시켜 나가
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에 따른 유엔사 및 주한미군 문제로 인한 한중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실상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북정책과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패권경쟁 악화로 인해 역내정세
가 매우 불안정하고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북한의 전략적이고 지정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을 유지하며 북중관계를 과거 동맹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방향과 전략적 고려 하에
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본격적인 미중간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시진핑 2기 지도부는 핵
심이익(Core interest)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안보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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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객관적인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대북, 대중, 대미
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향후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문
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호 결합되어 남·
북·중 3자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흥과 평화로운 한
반도 분위기 조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초점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한중관계가 남북, 북미, 한미, 미중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6자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더 이상 지정학 중심이 아닌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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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년 한반도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결과가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2019년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과정의 어려움과 험난함을 보여주는 결과이었다. 하지만 한국
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이룬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긴장고조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면이다.1)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은 북핵협상 교착국면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견
지하고 나아가야 할 핵심적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2월27~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
상회담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쉽게 마무리 되었다.
사전 실무협상은 순조로워 보였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으나 우리가 기대하였던 ‘하노이 선언’은 발
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인
식격차와 험난함을 다시금 보여준 결과이었다. 당연히 반세기 넘게 이어
져 내려온 적대적 한반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순
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지나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라는 지적
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괄타결 거
래를 제안한 반면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였다. 미국
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이외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제재
1)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양국 정상은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기”로 합의하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
프 대통령은 조선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재흥, “북미정상회담 평
가와 북중관계 변화전망,” 「정세와 정책」 2018년 7월호(2018),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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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과도한 수준이라 판단하였고 북한은 신뢰가 아직 충분히 조성되
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적대적 상호대결 구조와 정전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진
정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
실이다.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종
전선언과 평화체제(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문제를 둘러싸
고 한중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
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인식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인식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이후 유엔사 문제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에 대해 중국
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
사 해체 및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의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중간 전략적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되었으나 2018년 남북, 북미관
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중국과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 시점, 쟁점사안 등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한중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절실히 필
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보조를 같
이할 것인가라는 강요와 고민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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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어 새로운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다자협력체
제 틀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
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인
식과 입장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
민과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이 상호간
결합되어 남·북·중 3자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흥 창출과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한국의 신
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상호 연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 질서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
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적극
적으로 각종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반도 정세 대전환
이후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
고 있다.2) 따라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상황을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차원에서 중국과의 적
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남·북·중 3자 혹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토대
로 남·북·미·중 4자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3)
2)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
리핑」 2018-27(2018), pp. 3-5.
3)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무려 1여년 사이 약 5차례 북중정상회담과 14년만의 북한 방문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각인시켜주었다. 정재흥,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협
력의 확대전망,” 「세종논평」 2019-20(2019.06.2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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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북미, 한중, 미중 간 적대
적 인식해소와 신뢰증진과 같은 상호인식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
다. 과거 여러 차례 합의를 이루었으나 적대인식의 지속과 신뢰 부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과정
하에서 상호간 인식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평화체제 협정과 합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제도화뿐만 아니
라 상호 인식, 관념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척될 경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시 내용상 차별화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추진 과정 속에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단계와
방식으로 함께 연동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 실현을 통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체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중국의
인식과 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작금의 북중관계 공고화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마련 등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룰 수 없는 가
장 중요한 의제로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논의 등을 토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전개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추
진 등이 한반도 정세 전환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주요 쟁점별 사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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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언과 평화협정 참여자문제,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중
국의 인식 변화와 입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 시사점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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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논의와 종전선언 추진
1.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과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평화체
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개념화되
는지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떠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
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관념적 측면의 상호간 적대인식
해소와 신뢰구축을 함께 강조하기도 한다.4)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인가? 혹자는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평화로
정의할 수 있다. 소위 평화학에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국제
정치학에서의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가 이러한 전쟁 부재 상
태로서의 평화를 의미한다.5) 만약 평화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한반도에
서 평화는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끊임없는 군사적인 대립과 긴장, 국지적 충돌들을 경험하여왔
고 한반도의 구성원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려왔다고 보기
4)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서울: 푸른나무, 2007);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2006),
pp.103-136;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북
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4), pp. 255-279;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p. 322-350 참조.
5) Joh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1969), pp. 167-191; John Galtung, “Peac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1. David L. Sills(e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p. 485-487;Kenneth Boulding,
Unstable Peace(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최영종, “한반도 평화체
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제12권 1호(2007),pp. 5-32 참조.
6)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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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이는 곧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구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7)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정전상태
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생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
제는 소극적 평화달성을 명시적-묵시적 규범과 원칙, 정책결정의 절차
등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8) 즉 한반도 평화체제
는 갈등규제를 통해 상호간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도모하며 갈등타결
을 위해 평화체제 전환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9)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으며 평화체제를 구축한
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체
제로 전환하고 상호간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 요인들을 해소함으
로써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번영을 회복시키고 남북한 통일
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보혁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1. 남북 평화협정 체결안(1995-1974), 2.북미 평
화협정 체결안(1974-1983), 3. 북미평화협정 및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안(1984-1993),
4. 평화보장 체계 및 불가침조약안(1993-2000), 5. 불가침 조약안과 이중핵정책(20012008)으로 나누고 있다. 전재성은 북한의 안보전략, 대남전략과 평화체제 제안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며 북한의 구상을 1. 남북 동등성 원칙추구(1954-1960), 2.남북평화협정 체
결주장(1962-1974), 3. 북미평화협정 체결주장(1974-1984), 4.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및 북미평화협정 동시 체결 주장(1984-1991), 5. 포괄적 평화보장체제(1991-현재)로 분
류하고 있다. 서보혁, “북한의 평화제안 추이와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20
09), pp. 65-71;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2006), pp. 40-46.
8)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2006), pp.
104-105.
9)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1999), pp.
139-1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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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 대전환을 이끄는데 있어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다.10)
그러므로 한반도가 추구할 평화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안
정적 평화(stable peace)로 볼 수 있다.11)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쟁 혹은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이 모두 해소된 상태
를 의미하여 안정적 평화는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억제되는 상태를
넘어서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적극적 평
화와 안정적 평화는 유사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사
실상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상시화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12)한반도 평화체제를 적극적-안정적 평화가 구현되는 체
제라고 할 경우 구체적인 평화체제의 개념은 평화구축의 방법론을 포함
해야 한다. 국제정치에 관한 자유제도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두 가지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제도 혹은 레짐(regime)의 수립
이 필요하다.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
기 위해 당사자 간 명문화된 평화협정과 같은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평
화의 구축은 상호 적대적 인식 청산과 신뢰의 증진을 필요로 한다. 구성
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듯 적대적 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정체성이 변화할
때 항구적인 평화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3)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의
허문영 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7-10.
11)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관한 추가설명은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3호(2010), pp. 123-152; 이성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 「공사논문집」 제66권 1호(2015), pp. 79-109 참
조.
12)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공동선언에 담긴 평화의 개념이 적극적, 안
정적 평화에 가깝다. 두 합의문 모두 양자 간 관계의 전면적 발전 혹은 새로운 관계의
수립, 신뢰증진, 전쟁위협해소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13)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Keohane and
Martin, “The Promise of Institution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Summer, 1995);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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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제도의 수립은 물론이고 관념적인 측면의 적대적 상호청산과 신
뢰구축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전쟁의 위협을 근
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신뢰관계 구축의 개념화로 해석이
가능하다.14)
한편 작금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들이 존재
하고 있다. 첫째,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너무 규범적이고 이상적
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비의도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반
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평화체제 등장 전제 또는 해결 조건으
로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많은 현안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한
반도 평화체제의 기존 논의들은 평화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면 안보
역시 불안이나 근심 및 걱정으로부터 자유, 안전, 위험의 부재상태를 강
조하기 때문에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관계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를 보유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와 평화체
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연계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5)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정의와 무관하게 북미 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
제 내용, 성격, 구축과정 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다시금 정리
하자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처하는 평화협정을 통
한 법적-제도적 평화보장으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정착
이 달성되어 한반도 안보체제와 선순환 관계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규정이 가능하다.16)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14)

김상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0-32.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제2호(2009), pp. 37-40.
16)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 여부와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경우 반드시 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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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화체제 인식과 개념하에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peace settlement)을 유보한 채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정
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17) 1953년 7월 정전협
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
에 관한 협정”이었다. 당시 정전협정체결 서명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 미국 육군 장군 마크 클라크(Mark Cla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
화이(彭德懷)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는 실제 전쟁
행위를 중지하고 정전상황을 관리는 기제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
정,’ 유관 부속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협정집행기구
및 회의 제도 등이 갖추어졌다.18)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군사 분계
선을 두고 남북 간에 소규모 무력충돌,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상호간
대립과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전체제 자체가 지닌 상호 소통채널과 위기관리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
다.19)

미 비핵화 진전 여부, 동북아 질서 변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적대적 상호간 합의에 따라 전쟁을 중단하는 armistice 용어는 1949년 이스라엘과 이
집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정전에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18)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군비통제, 소
통채널, 위기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으며 정전협정의 체결과 정전체제 확립은 한반도
지역의 상호간 전쟁행위를 중단시켰다.
19) 그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소통채널과 위
기관리 기능은 상호 오해와 오판을 감소시키며 무력충돌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
였다. Daniel P. Bolger, “Scenes From an Unfinished War: Low-Intensity
Conflict in Korea, 196-1968,”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1), pp. 65-68; 中國外交部, 『關於朝鮮停戰協定的文件』 (北京: 人民出版社,
1953), pp. 12-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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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정
전체제가 기능과 효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당시 4자간 정전협정에
의거 중립국감독위원회에는 20개의 감독그룹이 설립되어 남북 모두에
대한 군비 감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
고 이어 1956년 5월 6일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한국과
북한에 설립된 감독그룹들의 잠정적인 퇴출을 건의하게 되었다.20) 이후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
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
족, 구조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사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첫 번
째 간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놓고 비핵화 조치와의 선후
문제와 선언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21) 사실 평화협정은 “분쟁당사
자간 무력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여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를 보장받게 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의 포괄적
합의문이라 할 수 있으며 냉전구조가 해체된 이후 이루어진 상당수 전쟁
의 약 50%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되었다.22)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
는 공식절차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적 합의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을 기존 국제법 범주 내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분쟁종료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의무화는 일반적인 조약도 존재하지 않

20)

당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다시금 악화되면서 정전체제의 군비통제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陳池 “試談朝鮮半島建立新和平機制問題”, 「當代韓國」, 2000年 冬
季號(2000), pp. 4-6.
21)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어야만 비핵화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만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2)
기본적으로 정전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방식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평화협정
(peace treaty)은 전쟁종식 선언, 전쟁배상, 전후처리, 평화정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자 혹은 다자형식으로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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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실이다.23)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로 대변되는 상호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새로운 한반도 질서
를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유지되어 온
전쟁상태의 종식을 공식화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
제 추진과정에 있어 정치-외교적 대립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안보적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어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다.24)이후 한반
도 평화체제 논의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4월 26일-6월5일)에 처음
으로 다루어졌으며 이어 1962년부터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
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조속한 한반도 평
화협정의 체결을 강조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다.25)
넒은 의미에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살펴보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
서와 불가침합의,26) 1990년 남·북·미·중 4자 회담,27)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28)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남북한 상호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거두었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29)과거 세 번의 경험을 살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평화협정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52개
국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1973년 파리협정, 1979
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등이 있다. 김덕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쟁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18-19(2018), pp.
1-3.
24)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에 주요 쟁점으로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당사국 문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지위문제, 평화체제 추진과 비핵화 병행 여부 등이 존재하고 있다.
25) 신욱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권
2호(2012), pp. 37-38.
26) 1992년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핵통
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핵 사찰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1차 북핵 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다.
27) 북미간 핵협상과 4자회담이 추진된 것으로 1994년 10월 북미협상에 의해 제네바 합의
가 채택되었고 이어 4자회담(남·북·미·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논의되었으나
북핵위기로 인해 실패하였다.
28) 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공식적으로 연계하였으나 북미간 입
장차이로 추진되지 못했다.
29)
90년대 들어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남북 간에 시급히 논의할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김영재, “분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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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핵문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핵문
제를 비핵화 시각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점차 한반도 냉전구조와 연관
된 문제로 변화되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주체인 남북을 포함하여 주변
4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주도하며 주변국과
의 협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는 창조적 방안마련이 중요해졌다.30)
그러나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진행된 4자회담에서 한반
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중단되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 주제 한반도 평화체제
고위급 전략회의를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진전과 함께 맞물리면서 다시
금 공론화하게 되었다.31) 이후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한
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명문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냉전구조 해체
에 이어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가 싶었으나 북핵문제 고도화와 6자회담
파행, 중단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거두지 못하였다.32)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특수성, 북핵문제
만이 갖는 사안의 특수성 및 지역-국제적인 전략함의,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과 역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단지 한반도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역내질서 변화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핵심 사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33)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체제의 극복과정과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3권 4호(2003), pp.
156-158.
30) 박종철,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Online Series」
C0 18-14,(2018.05.03.), pp.2-3.
31)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제2호(2009), pp. 34-35.
32)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제17권 1호(2009), pp.
114-115.
33)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제2호(2009),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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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고 유관 국가들의 정책과 전략차원에서 이행되고 정세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34) 사실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들은 평화체제 구성과 내
용, 범위와 정도,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및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호 중복되고 때로는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떠한 기준
에 의해 세분화하고 유형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35)

2.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다.36)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
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할 수 밖에 없
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노망난 미국 늙은이(dotard)
를 분명히 불로 다스릴 것”이라 즉각 응수하였다.37)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 국제정치와 불가피하게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상관관계에 대한 새롭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필
요로 하고 있다.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2006), pp. 33-43.
3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평화체제의 법적측면, 둘째, 평화
체제의 군사적 측면, 셋째, 평화체제의 국제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크게 구분
하고 있다.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pp. 228-229.
36) 2017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도 4,500km
까지 올라가 960km를 비행에 성공하여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상당지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과 코피전략을
구사하며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어져버릴 국가라고 지칭하는 등 무력사용도 전혀 배제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37) 당시 미국의 대북 코피 전략과 이에 대한 김정은의 핵 보복이 결정된다면 작용-반작용
의 악순환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chael
E. O’Hanlon and James Kirchick, “A Bloody nose attack in Korea would have
lasting consequences,”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
/2018/02/26/a-bloody-nose-attack-in-korea-would-have-lasting-consequ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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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을 넘어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
은 2018년 신년사에 이어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건설에 모든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함으
로남북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4월 판문점 선언,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시진핑 주석 방북,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체제를 위한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었다.38)

<표 1>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나
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
담까지 이르는 남북, 북미 간의 일련의 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과 북은

38)

ences/(검색일: 2019.07.02.).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7월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9월 유엔총회 연설, 11월 국회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
선, 전쟁불가 등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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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여년 가까이 정전체제하에 대치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 관계와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정착
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과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
세스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 선순환 구축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39)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점이 된 것은 2018년 남북
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었다.40)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합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
한 판문점 선언은 분단과 전쟁, 적대적 상호의존으로 점철되어 있던 냉전
구도의 한반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
정표를 이끌어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
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청사진을 제
시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고 주변국
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입증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을 놓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역동적인 그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
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
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
39)
40)

이수형, “평양선언, 한반도 동방정책으로,” 「한겨례」 2018년 9월 20일.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
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를 해결하였고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로
전환문제를 동시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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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41) 즉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냉전의 한반도 역사
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 확립 못지 않게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미 3자간
선순환 관계 창출의 우선조건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
여 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
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42)
<표 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주요 내용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직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
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①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관계를 수립
할 것을 약속했다.
②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
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④ 양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
자의 유해복구를 약속한다.

41)

남북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준수, 단계적 군축, 2018년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으로
전환,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추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였다.
42)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명문화하고 정상수준에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불가침 의무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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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 이어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미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 △북한
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복구 약
속이라는 4개항에 합의하였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비핵화의 구체
적 조치나 일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북미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해
최종적으로 가야할 목표지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43)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들을 추동하기 위해 9월 18일-20일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하였으며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상호간 적대관계 해소
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9월 평양공동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대결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
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동
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미국이 6.12 북미공동
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제조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히 동
43)

하영선·전재성,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제대로 풀기,” 「EAI 논평」 6월호(2018);
Victor Cha and Sue Mi Terry, “Assessment of the Singapore Summit,” The
ROK-US Strategic Forum 2018, CSIS(Washington D.C, June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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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은 전통적인 안보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군사적인 안보문제
도 포함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 순환구조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44)

<표 3>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
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
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
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합의
와 단계적 이행에 북미 양국이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조치들이 동시에 이행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어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단계적인 이행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45) 아래의 <표 4>은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로드맵 개념도를 제시한 것으로 핵동결과 핵폐기의 2단계 비핵평
화체제 전략이다. 북핵동결단계를 다시 세분화하여 현재부터 시작하여
44)

남북 군사합의서 이면에는 기존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안보적 우려를 줄
여나가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의 전환인 것이다. 기존 남북이 합의한 군사
분야의 다양한 항목들은 억지에 바탕을 둔 전통적 국가안보가 아닌 안보의 상호의존과
협력정신을 강조하는 공동 안보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45)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정성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한국정부의 과제: 영변 핵
시설폐기+α와 유엔안보리 제재 완환 합의 이끌어내야,” 「세종논평」 2019-6(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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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동결로 가기 위한 사전준비단계(동결입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
체적인 행동조치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일시중단(모라토리움)
선언,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 △9.19 공동성명 재확인 선언 등을
제시한다. 이어 ‘북핵동결’을 완료하는 행동조치로서 △핵분열물질 생
산동결(미래핵 중단)과 IAEA 모니터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폐기와 생산중단, △핵-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지속, △북미 수교
회담 개시 등이 있다.46)
<표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개념도47)
평화체제
비핵평화체제 기반조성: 북핵 동결
단계
비핵화
단계

비핵화
조치

핵동결 입구

핵동결 출구

핵불능화

핵-미사일시험
중단 선언

9.19 공동성명
확인, 핵물질 생산
중단과 감시(미래
핵 중단) ICBM
생산중단-폐기

북핵시설신고폐쇄
북핵완전폐기
및 불능화, 핵무기
(과거핵제거),
생산중단(현재핵
NPT 복귀(AP 사찰)
중단), IAEA 감시

4자평화포럼 가동
평화협정 남·북·미·중 4자 (4자 정상회담)평화체제 포럼 개시
한반도 비핵평화
선언
북미정상/외상회담
북미공동성명을
북미관계 통한 북한불가침,
체제 안전보장,
수교협상 개시선언

46)

비핵평화체제 완성: 북핵 폐기
완전 핵폐기

4자정상회담
개최,평화체제
2+2한반도평화
잠정조치-예비협 협정체결
정 체결

북미군사회담-핫
라인 설치, 북미 대북제재 완화,
상호연락대표부 북미수교 논의
개설, 한미연합 개시 및 진전
훈련 조정

북미수교, 대북
제재 철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임무조정

정성장 편,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북한의 협상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경기: 세종
연구소, 2018). pp. 69-70; 북한의 ICBM 폐기와 생산중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ICBM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감안할 때 북미관계에서 상징성이 매우 높은 비핵화 조치
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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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협정
남북정상회담
체결, 상호연락
남북관계 개최, 남북군사
정상회담 정례화,
사무소설치, 남북
군비통제 회담 개최, 군사
민간교류 개시
군비통제회담,
신뢰구축 조치
운용적 군비통제
6자회담개최,
6자 장관회담,
동북아 동북아 평화안보
동북아 다자/공동
안보협력 협력체제플랫폼
안보협의문발표
본격화

민간구호지원,
경제 및
남·북·중 및 남북
에너지
러 3자 에너지철도
지원
수송망 회의 개최

상응경제제재
완화, 정부구호
지원 재개, 남북
경협 일부재개,
경수로제공의사
표명,

남북경제공동체
가동, 구조적 군비
통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6자 정상회담
동북아 다자/공동
개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
/공동안보협력
가동
선언
남북러, 남·북·중
3자 에너지 철도
수송망 연결사업
개시, 경수로 제공
논의

국제금융-경제기
구 가입, 대북제재
전면 해제, 경수로
제공

한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성공을 위해서는 평화체제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고 독립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동안 줄곧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평화협정 체결(독립변
수)을 통한 비핵화 진전(종속변수)”을 추진하자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필연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얽혀있고 남남갈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
를 추동하는 독립변수로 북미수교 진전,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조정,
북중관계 강화,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적극 활용
해 나가고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추진을 함께 연동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48)
47)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설명은 전봉근,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
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전략』, (경기: 세종연구소, 2018), p. 70.
48) 정성장 편, 위의 책, pp.69-70; 한국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개념도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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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내외 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
분 개선되었으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
로세스 과정에서 남·북·미 3자간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2차 북미협상 결렬로 인해 한
반도 평화체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북미 양국
모두 분명히 대화-협상 재개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간 신뢰와 존중도 지
속되고 있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도 단계적이
고 호혜적인 북핵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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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와 주요쟁점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
1953년 3자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은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이후 1970년대
초반 중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점차 내기 시작하였다.49) 1975년 10월 중국을 포함한
43개 국가는 유엔(UN)총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며 “유
엔군 사령부 해체, 유엔군 명의로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 철수, 정
전협정의 실제 당사국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의 대체”를 제시
하였다.50) 당시 중국이 동 안건을 상정한 배경에는 1974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제3333호 결의안 및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문
제이었다. 제3333호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975년 6월 27일 미국은 유
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1976년 1월1일부로 유엔군 사령
부를 해체할 준비를 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지만 동 조건은 “직접적
인 유관 당사국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수락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1975년 10월 중국을 포함한
43개 국가는 “한반도 정전협정 실제 당사국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정
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다.51)
49)

미중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정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정전협
정 체결 당사자의 일원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50) “解決朝鮮半島問題的合理主張,” 「人民日報」 1975年 11月 2日.
51) 유엔총회 결의 제3333호에는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준수 보장 및 동 지역의 평화와 안
정유지를 염둔에 둔 안보리가 적당한 시기에 직접적인 유관 당사국과 협의하여 한반도
문제 중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및 적합한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범위
에 속하는 각 방면을 고려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다. 두 개의 한국정부 사이에 항구
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과 화해를 기다리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전하는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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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유엔총회 제2409차 전원회의에서 제
3390호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
군 명의로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 군대 철수가 필요하다고 간주한
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 “정전협정의 실
제적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협상에 착수하고 첫 걸음으로 정전협정을 유지
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는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
다.”, “논의를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조치가 완성되어 1976년 1월 1일
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유엔군 명의의 군대가 한국에 더 이상 주둔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직접적인 당사국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 대체 조치 및 유엔군 사령부 해체도 자연히
진전되지 못했다. 이어 1980년대 들어서 실제 당사국들 사이의 직접협상
이 어렵게 되자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조약을 즉각 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980년 7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전보를 보내 “주한미군의 한국철수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요구, 한국의 사회민주화 실현 요구,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대체
건의 등은 모두 명확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며 중국 당과 정부, 전국인민대
표대회는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결연한 지지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52)
냉전이 종식된 이후 198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중국의 입장과 태도
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
고 대내외 개혁개방정책에 몰두한 상황이었기에 한반도 정책은 안정화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과 4자회담 논의 과
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
하였다.53) 1991년 북한은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측 군사정전위원회 수

52)

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八大常委會致電朝鮮最高人民會議，支持朝鮮實現自主和平統一建議,” 「人民日報」 1980年
7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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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표로 임명된 것에 반발하여 이를 빌미로 정전체제를 무실화 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54)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국의 군
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
협정이 유지되어한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1994년 8월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하여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북
한 대표단을 소환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 의
거 중국정부는 군사정전위원회에 파견한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 본
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정부는 “관련 조항에 의거 정전협
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994년 9월 1일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인 첸지천(錢其琛)은
북한정부의 특사이자 외교부 부부장인 송호경과의 공식면담에서 “새로
운 한반도 평화협정을 구축하기 전까지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각
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5) 당시 중국은 북한과의 관
계도 고려해야 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체제 무실화 시도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우려가 있었다. 1992년
과 1994년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이후 리펑(李
鵬)총리의 첫 한국방문이 1994년 10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리펑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체
제가 유효하며 정선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전협정 자체
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평화협정을 논의하려던 북한과는 다른

53)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으로 자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1994년 리펑 총리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지고 남북 모두에 대한 실리외교
전개의사를 표명했던 데는 이러한 중국의 대미 경계심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추론된다.
54) 당시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체코 대표단(1993년 4월), 중국 대표단(1994년
12월), 폴란드 대표단(1995년 2월)을 철수 시키며 정전체제를 무실화하고 휴전선 일대
에서의 긴장을 조성하였다.
55) “中國外交部發言人沈國放答記者問,” 「人民日報」 1994年 9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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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혔다.56) 이어 북한은 기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북미 양자회담만을 주장하며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
지 않으려 했으나 1996년 8월 26일 첸지천(錢其琛)외교부장은 한국 이
기주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은 아니지만 직
접적인 이해당사국임을 분명히 하며 한국의 적절한 역할의 필요성을 표
명하였다.57)
한편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 발
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
은 미국과의 양자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4자회담에 유보적인 입장
을 취하였다. 당시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관철시키기 위
해 정전체제 전환과정에 있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배제하고자 했
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일정한 역
할과 지분을 갖고자 하였다.58) 당시 중국이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 및 4자
회담 추진에 있어 북한과 다소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을 설득
하여 4자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했던 주된 이유는 한반도 안정화와 미국
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특수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국
가로서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4자회담을 통
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59)

劉金質·楊淮生,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1974-1994)』,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
社,1994), pp. 2670-2672.
57) “錢其琛外長會見李祺周韓國外交部副部長一行,” 「人民日報」 1998年 8月 27日.
58) 1996년 대만해협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를 경시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4자회담 제안 초기에 정세를 다소 관망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陳峰君·王傅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北京大學出版
社,2002), pp. 47-55.
59)
중국의 역할로는 1991년 남북유엔 동시가입지지, 1993-1994년 북핵위기 평화적 해
결,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원 등이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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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국은 대북경제지원을 재개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
는 동시에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유리한 방안과 환
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60) 1997년 2월 19일 북한은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이 발표되자 곧바로 4자회담 공동설명회와 북미회담 개최를 제의하
였다. 1997년 4월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4자회담이 생산적이고
실속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시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3+1
형식의 회담을 제의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3+1형식 회담 제안 이후인
1997년 5월 19일에 열린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4자회담 참여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10월 29일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4자회담을 통
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합의
를 이끌어 냈다.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 1997년
12월 열린 제1차 예비회담 단계에서부터 1999년 8월까지 6차례 걸쳐
진행된 회담에 참여하였으나 각국의 인식과 입장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61)
지난해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
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하였
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만이 한반도 전쟁상태(technically
at state of war)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
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주장하며 조속한 남·북·미·중 4자회담
을 강조하고 있다.62)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하에서 중국 소외
60)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북미 고위급 채널이 열리고 11월에
는 필리핀의 APEC 회의에서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관계 개선합의가 이루어
지면서 4자회담 개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61)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391-395.
62)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이행된다면 가장 큰 안보적 우려(주한미군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 및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27 (2018),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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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china passing) 혹은 중국 배후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참여와 역할
을 둘러싸고 양 극단의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평화
협정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휴전협정 체약국으로 반드시 참여해
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63) 향후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따라 후속 협상 여건
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북한과의 긴밀한 공
조를 통해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중관계 강화
차원에서 4자 혹은 6자회담을 촉구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
하였으나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
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되며 부여된 모든 역할을 추진해 나간다
는 입장과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64) 즉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弈, zero-sum)’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
다.65)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명확한 비핵화 의
지를 통한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 역시 명분
상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대북제재 동참은 어렵다는 입장
63)

2018년 5월 31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
화 목표 실현에 따라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건설적인 역할과 맡은 책임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고 공식입
장을 밝혔다. “中國外交部發言人華春瑩例行記者會,” 「新華社」 2018年 5月 31日.
64) 최근 중국은 북한이 보여준 강력한 비핵화 의지 표명,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동창
리, 풍계리 실험장 폐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여 대북제재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65)
중국은 북핵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원인을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로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구축 되지 않는 이상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는 인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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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승자패자식의
제로섬(零和博弈)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
이 높아 주변국 모두 균형(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단계적 해결을 모
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66)

2. 주요 쟁점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참여자 문제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
결에 있어 중국의 참여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로
보인다.67)중국의 기본 입장은 우선 한국전쟁의 주요 참전국은 남·북·
미·중 4개 국가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설사 3자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실질적인 전쟁 종식
을 선포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함께 종전
을 선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북한,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하며 발효된
정전협정의 공식명칭 역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
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서명 당사자는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국제연합군(유엔) 총사령관, 김일성 조선인민지원군 최고사령
관, 펑더화이(彭德懷)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며 한글, 중문과 영문으
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정전협정 제61항 규정에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66)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
리핑」 2018-27(2018), pp. 7-13.
67)
일부 학자들은 기존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당사국이 되어야 하나 남과
북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당사자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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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제62항 규정에는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중보 또는 쌍방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쌍방은 자연적으로 한국, 북한,
중국, 미국 4자가 모두 포함된다. 물론 당시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에는 직
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반도 내 국가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
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반드시 서명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8) 더욱이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중
국군들이 한반도에서 희생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은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자 중국의 대내외적 차
원의 안보 우려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주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주요 내용
공식
명칭

68)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相互援助條約)

기간

→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이나 어느 일방이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20년이 연장됨

주요
내용

① 쌍방 중 일방국가가 다른 제3의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경우,
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조치를 공동으로 취함
② 쌍방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어떠한 군사동맹도 체결하지 않음

조약
갱신

→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 유지

비고

→ 1961년 7월 11일 체결이후 2021년까지 기존 조약 효력 유지

우징징(吳晶晶), “종전선언과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성균차이나브리프」
Vol.50(2019),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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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전쟁 직후 1953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
결하고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맺었으며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중국과
북한 역시 1961년 7월 11일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제2조에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며 체결국에 대한 특정국가의 침략을
방지하고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상
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지원과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북
중간에는 여전히 군사조약이 작동하고 있어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에 있어 반드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적대적
대결관계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은 헤이그 육전법규(1907년)에 의거,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교전 당사자로서 자격·권리·의무와 함께 휴전에
관해서도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요 교전 당사자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효력이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중
국이 제외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69)
냉전이 종식되고 90년대 중·후반부터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지
형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 9일부터
1999년 8월 9일까지 6회에 거쳐 열린 4자회담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
정 전환, 한반도 정치, 군사안보적 긴장완화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4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
화에 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북한은 4자회담
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하며 한반도 내 군
사장비 반입금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주한미
군 문제는 한미간 논의 사안으로 제3자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
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역시 평화협정의 내용과 형태에 동의하며 평화체
69)

정재흥,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 중국 변수, 전략적 접근 필요,” 「통일한국」 6월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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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협의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역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제시한 초안
에는 종전선언, 상호불가침, 내정 불간섭,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
의 사안들이 포함되었으나 각국의 견해차이로 끝내 타협안 도출에는 실
패하였다.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한 타협안 마련에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및 역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모든 한반도 이슈(종전선언, 불가침,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미·중 4자가 다함께 논
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70) 이는 중국의 차이나 패싱
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데 중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2018년 5월 29일 사설에서 “가소로운 것은
중국의 역할을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논조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고 남·북·미
3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정
전협정의 당사자이다”라며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의사와
불편함을 내비쳤다.71)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나 모든 과정에 중국이 반드시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어 있어 각 영역에서 중국을 포
함한 주변국들의 역할과 입장은 다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안들에
70)

일부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4자가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71) “美韓既不可輕視 也不應賴上中國,” 「環球時報」 2018年 5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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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형식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매 시기 형성된 정세와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고려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유연한 접
근방법이 요구된다. 2018년 9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5국 정상(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회의기조
발언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에 있어 지금 당사자
는 남·북·미 3자이며 중국은 적극 돕는 역할”을 언급하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었다.72)
그동안 북한은 줄곧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한국과는 불가침 협정을 주
장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해결되었다. 남과북은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제3
항인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하면서 평화협상의 당사국으로 중국을 포함
할 것이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애초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방안은 남·북·
미 3자간 종전선언 이후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이었으나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미중 간 보
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73) 특히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
후 북핵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중국의 참여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
화와 평화체제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비핵화 문
제가 미국과 북한을 당사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당사자

72)

당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들(남·북·미)3국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과정의 각종
일들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희망
하는 좋은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지금당사자는 남
-북-미” 「오마이 뉴스」 2018년 9월13일.
73)
북한의 9.9절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
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최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국
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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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평화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인
상황에서 정치적 선언에 굳이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행위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1차-4차 북중정상회담에 소위 ‘중국의 키신저’ 로
일컬어지는 최고 전략통인 왕후닝(王滬寧)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하여
참석한 것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강화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중패권경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대
목이다.74)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북한문제에 대한 의전과 인
맥관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중전략차원에서도 북한 문제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미국을 상
대로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중국
은 새로운 북중 동맹관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유엔사 해체 등 중국의 대미, 대한반
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루캉(陸慷) 중국 외
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서 양국의 접촉유지는 도움이 되며 중국이 부정적인 변수가 되는 건 불
가능하며 중국은 항상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면서 북중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였다.75)
최근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
명과 2006년 2·13 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
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9·19 공동성명이 역내 모든 국가들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과 목표 등을 제시

74)

새로운 북중관계 구축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두 개의 백년목표(兩個百年)인 2050년
까지 ‘중화민족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夢)’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외전략 구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75) 中方如何評價金正恩訪華成果,外交部這樣回應, 「人民網」 2019年 1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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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며 다시금 6자 회담재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76)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 대북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
화, 미국 대북 적대시 철폐와 체제보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등에 대한 4자간 논의가 필요하
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 관계개선, 둘째, 한반도 군사 긴장관계 해소,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주변 환경조성,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는 일련의 선순환 협상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행, 조속한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다섯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에서 나타나듯 한반도 정세변
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주요 이해당사국
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
화협정이 본격화되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성격 규정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고 주한미군이 주둔할 경우 미중관
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77) 특히 이미 다섯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에서 보듯이
76)

중국은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9·19공동성명이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유관국들과의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었으며, 기존 정전
협정과 정전체제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과 토대를 마
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77)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일명 유
엔사)는 연합군의 지휘기구로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동 협정에 의거 정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사령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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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중국이 주요 이
해당사국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는 19차 당 대회 이후 시
진핑 주석 1인 지배 체제 강화와 2050년까지 기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 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
상을 밝혔기 때문으로 중국은 한반도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서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78)
최근 미중무역전쟁 격화로 인해 본격적인 미중간 패권경쟁 시대 상황
하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할 확대 여부는 가장 민감한 안보사안으
로 인식하고 있어 한중관계에도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2050년
까지 강대국 실현을 강조하며 중국 중심의 신형 국제관계 질서 구축을
제시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점차 축소되는 데
반해 안보적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는 전
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79)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G2로 올라선
경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국
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겠다는 중장기 대외
전략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세력전이 경쟁에
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드(THHAD)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은 한반도 현안문제들을 역내 패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무력화 및 한미제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한반도에서 미군의
입지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78)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는 중국은 미중패권경쟁 격화로 인해 주한미군
의 대중포위가능성 및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평화협정 이후에도 유엔사 및 주한미군이 대중 포위전략 차원을 목적으로 성격이 변화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79) 현재 중국의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구조
속에서 인식하고 있어 한미동맹이 중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상호간 군사안보적
신뢰 기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문제
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리핑」 2018-27(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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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한미일 군사동맹 약화를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에
매우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80)
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북
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프로세스로 들어서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자연스
럽게 구축된다면 중국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발언 이후 한국과 미
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중국이 줄곧 한반도 비핵화 해결방
안으로 제시한 쌍잠정(雙暫停: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연합군
사훈련 동시중단)제안이 실현되는 것이며 쌍괘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진핑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급
격한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국가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
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제선정,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과
첨단 전략자산 배치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과 우
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전략 본
격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고조, 무역환율전쟁 등으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대중 포
위봉쇄전략과 함께 맞물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
을 보여주고 있다.81) 사실 지난 1972년 미중관계 전략적 협력 이후 중국

80)

2018년 5월 11일 열린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중국 정부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
이하고 있다”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
감을 만들어 내는 군사행동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미국과 북한 모두 선
의와 진정성 보여야,” 「연합뉴스」 2018년 5월16일.
81)
정재흥,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북중관계 변화 전망,” 「정세와정책」 2018년 제7호
(201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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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한미군이 소련의 역내 영향력 억제를 저지하고 한반도 영향력 안정
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
부터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08
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친강(秦剛)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낡은 유산”이라고 언급하
면서 파장을 일으켰다.82) 당시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구
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군사 네트워크에 나서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 수
있다는 군사-안보적 우려와 위기감이 확대되는 시기이었다.83)
더욱이 19차 당 대회 이후 등장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갈수록 심화되
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역내 정세가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
서 북한의 일방적인 핵포기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은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및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50년 중국의 꿈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북핵
문제 악화로 주한미군의 역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
기가 커지고 있다. 만약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대중포위전략 차원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지역동맹으로 성
격이 변화된다면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 체

2008년 5월경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던 시점에 친강(秦剛)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 비공식 논평이었지만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방중에 앞서 한미군사동맹을 21세기 가치동맹으로 격상하고 일본
과의 관계강화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대외정
책 기조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으며 한중 전략적 협력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흥호,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중소연구, 제37권 3호
(2013), pp. 2-3.
83)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중에 맞춰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적 유산이라 정의하며 불편한
인식과 입장을 밝혔다. 이남주, “한중협력 전략은 있나,” 「국민일보」 2008년 5월 29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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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강화하였으며, 2049년까지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
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위치권력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 방향과 미중관계 역학구도와 밀
접하게 연결시켜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중국은 북한
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군비통제, 유엔사, 주한미군, 전
략자산, 한미동맹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준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줄곧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왔다. 2013년 1월 4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비망록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유엔사 해체가 필수불가결하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84) 특히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로 인해 우군확보
가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공동보조를 취하면
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북
중 혹은 북중러 3자는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군비통제 및 군사적 신뢰조치,
유엔사 및 주한미군 문제, 미군의 첨단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와 협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한국은 평화협정과는 별개사안
으로 보고 있으나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자국의 안보적 위협요소로 유엔
사와 주한미군을 인식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과 시각을 보여주고 있
다. 향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과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
는 사안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지위 문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의 당위성과 근거
84)

당시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있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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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화시킴으로써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하자면 마치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전쟁상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어 상당한 논란
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정전체제는 유엔군이 당사자
이고 유엔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유엔군 주둔은 당연히 보장될 수 밖에
없으나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후 유엔사 주둔 지속의
정당성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논의와 내부적 공감대 마
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군의 법적 지위의 근
거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유엔군 유지를 위해 전쟁 상태
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85) 다만 주한미군의 지위나 근거는 전혀 다
른 문제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한
미동맹의 근거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으로 동 조약에서 양국은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방위에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86)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5일 미국 폭스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며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

8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 있으나 역내 평화유지 임무
성격 주둔은 가능하다.
86)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
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되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이다. 휴전 후 미군이 한국주둔을 계속하여 그 방위에 협력할 것을 협정한 조
약이다. 전문 및 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영역 내에서의 기지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위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으로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해 개별적 자위
권ㆍ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하는 것을 규정한다. 미일안
보조약,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 조약기구와 함께 미국이 참가한 아시아ㆍ태
평양의 안전보장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제4조에는 한국이 미국의 육ㆍ해ㆍ공군
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허가할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수행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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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심지어 남북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
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87)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이후 유엔사의 법적 존립 근거는 다소 약화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한국
과 미국 모두 철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는 이상 평화협정만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이
대폭 축소되거나 철수하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는 달라
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안보 이익만을 실현하려는 목표 하에서 주한미군 철수
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88) 따라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미·중 4자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을 재조정해 나가며 이어 군사적 신뢰구축기제, 군비통제, 역내 비핵지
대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7)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철수보다 오히려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
“미, 비핵화 협상 손해 볼 것 없어,” 「국민일보」 2018년 9월 26일.
88)
지난 70년 가까이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사실상 인정해 온 상황 하에서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급격한 현상 변경 요구를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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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국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향
1. 중국의 입장
2018년 한반도 정세에 대전환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
면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이후
한중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자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한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은 없었으며
오히려 중국 책임론이 등장하면서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일 3자 안보협
력 강화로 이어졌다.89) 이에 중국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라며 미
국 책임론으로 강하게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핵문제를 놓고
오히려 미중, 한중간 마찰과 갈등이 확대되었다. 2017년 양회(兩會)기자
회견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핵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북한과 미
국”이라 강조하였으며 추이텐카이(崔天凱)주미 중국대사도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미간 상호불신에 있다면서 중
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90) 이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밀선제타격 일환으로 코피전략(Nose
blood)을 제기하며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
와 강도 역시 이례적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었다.91)
89)

이동률, “2018 한중관계의 과제와 전망,” 『2018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중
국연구센터, 2018), pp. 244-246.
90) 당시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탓하지 말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미국의 대북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王毅, “中國願意做朝核問題解決,” 「中國網」 2017年 3月 8日;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Rejects US Demand to Cut Oil Export to
North Korea,” (Sep 16, 2017).
91)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코피 전략(Nose blood)’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들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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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정
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 정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국 소외론이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약 7년간 중단된 북중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재개되면서 다시금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참여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와 혼선 등이 초래되었다.92) 현재 중국内 한반도 전문가
들은 급격한 남·북·미 3자 관계개선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해 매
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 의지를 표명하
고 있다. 즉 작금의 불확실성 상황에서 섣불리 자국의 역할을 수행하기보
다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진전과정에 따라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투영하여
중국의 입지를 확보하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를 적극 주도해 나간다
는 구상이다.93)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연동되고 있어 한반도 종
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같이 한반도 정세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협상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
정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로 북한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이 평화협
정에 참여해야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최
종적으로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94)
격하는 선제적 예방적 공격을 뜻한다. 셀바 미 합참 차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과 관련해 “미군은 북핵 인프라스트럭처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코피 전략’을 잘 설명해준다.
92) 2018년 6월 2일 겅솽(耿爽)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이며 정전협정의 체약국으로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
환과정에서 마땅히 역할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中國外交部
發言人耿爽支持例行記者會,” 「人民網」 2018年 6月 12日.
93)
향후 중국이 협상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의 긍정적 역할을 할지, 배후에서 방해자
(spoiler)의 역할을 할지, 모호한 방관자로 남을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여
부,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받으면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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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
담 결렬에 대해 다시금 중국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모든 문제 원인을 미국
이 아닌 중국 탓으로 돌리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 등을 시도한다면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북중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95)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의 구조적
이고 근본원인을 한국전쟁 이후 축적된 북미간 적대적 대결관계로 인식
하고 있어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바라는 소위 리비아식 모델인 先비핵화後보상조치의 일괄타결 해결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쌍괘병행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여전히 제로
섬(zero-sum)방식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북
중관계 구축을 강조한 이상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통한
일괄타결식 해결방안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줄곧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3원칙”을 강조하여 왔다. 즉 첫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둘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수해왔다. 특
히 현재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해결방안은 앞에서 설명한
쌍잠정(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으로 요약이
가능하다.96) 이후 2017년 3월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쌍잠정을

94)

장샤오밍(张晓明),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중국의 역할,” 「제4회 2018년 동아시아재
단-판구연구소 한중전략대화 발표집」(2018), pp. 17-18.
95)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미국이 다시금 과도한 대북제
재를 중국에게 요구할 경우 작금의 한반도 정세 안정 유지와 새로운 북중관계 구축 차
원에서 거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96)
2015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국식
해결방안 일환인 쌍궤병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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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이어 4월 2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쌍궤병행과 쌍잠
정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
축은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 최종적으로 일괄타결 방식
이라 설명하였다. 즉 쌍잠정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하여 대화협상을
위한 해결책 혹은 돌파구를 찾는데서 착안한 것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
미한다. 쌍궤병행은 단계적 접근과 함께 행동 對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97)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냉전구조 해체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과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중장기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평화협정 논의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까지
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98)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비핵화 이슈를 넘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과도
연동된 복잡하고 민감한 주요사안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4자회담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낮은 단계
수준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약속과 비전과도
완전히 일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공동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
다면 이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군사안보신뢰구축, 군비통제 등도 충분
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99)
97)

韓獻棟, “朝鮮半島地區的雙重困境及其出路,” 「東北亞學報」 第2期(2018), pp. 20-25.
한센둥,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균차이나브리프」 Vol.50
(2019), pp. 76-78.
99)
과거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확대개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03년 8월 1일 제1차 6자회담 개최를 전후로 하여 당시 윤영관 외무부 장관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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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
가야 하는지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라
는 큰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문제
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한반도가 “오랫동안 태평하고 평안(長治久安)” 하
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고민
(우려)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요구이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합
리적 방안이다. 셋째, “단계별-행동 對 행동-일괄타결”의 추진방안을 지
속해 나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실현
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풀기 어려운 문제로 미국과 북한은
기본적 신뢰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과정은 남북, 북미뿐만 아니라 유관국들 모두 점진적
이며 동시적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같은 목표와 방향에 도달하도록 상호간
이해와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00)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 확대차원에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을 통해 쌍잠정과 쌍궤병행 이행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북중관계 70주년을 계기로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북중정상회담은 3차 북중정상회
담보다 훨씬 긴밀하고 공고한 북중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다시금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로서 과거 김일성-마오쩌둥(毛澤東)시기
의 혈맹수준으로까지 양국관계를 공고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
지를 보여주었다.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 안보인사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김유은,“동북아 안보 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2004), pp. 84-85.
100) 王毅提出, “從雙暫停到雙軌並行,” 「人民網」 2018年 4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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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 역시 4차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교적 명확해졌다. 요컨
대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을 살펴보면 북중 양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체체 구축을 위한 ‘쌍궤병행(단계적-동시행동)’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미국이 끝내 거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 혈맹수준으로 격
상시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북중 또는
북·중·러, 남·북·중 3국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 창출을 도모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1) 즉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
운 시대의 북중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냉전질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북중 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
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북중 간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무역,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 방위적 협력강화가 예상된다.102)
중국 역시 새로운 북중관계 구축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두 개의 백년목
표(兩個百年)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
夢)’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대외전략 구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103) 결
국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북한과 동맹수준에 버금가는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고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든든하고 확실한 중국을 뒷배경으로 삼아
정치적 해법(단계적 접근 및 ‘행동 對 행동’ 원칙)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101)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양국간 전 방위적인 교류강화를
지시하였으며 북중간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 북중
군사안보분야도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군사안보 교류를 확
대하여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102) 2019년 3월 8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 대외정책 기자회견에서 “1년도 채 안되
는 시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만났는데 이는 북중 수교 70주년
이래 전대미문의 기록이자 양국관계 역사에 수록될 일”이라고 평가하며 북중수교 70
주년은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개척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간 전통우호
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은 북중 공동이익에 맞고 중국의 확고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中国外交部, “中外记者座谈会,” 「新華社」, 2019年 3月 8日.
103)
최근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과거 마오쩌둥 시대와 유사한 동맹수준으로까지 북중
관계 지위를 끌어올려 새로운 북중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정재흥,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중국의 시각,” 「세종논평」 2019-8(2019.03.0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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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104) 특히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만든 중국식 한반
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로드맵은 첫 번째 단계는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
원칙 협의와 대략적인 일정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미·중 4자 혹은 남·북·
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
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6자 대화 혹은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자는 것이다.105)
이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북핵문
제 해결방식을 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先비핵화-後보상조치, CVID(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해결방식을 반대하며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조
치인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강조하며 북중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주변 환경조성 차원에서 북한,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6자 회담 재개를 다시금 강조하는 중이
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직면한 안보-경제
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유
엔사와 주한미군 문제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각종 문제들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4자 혹은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과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104)

시진핑 주석 방북에 함께 동행한 허리펑(何立峰)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주
임(장관급)이다. 발개위는 중국 경제의 사령탑으로 불린다. 중국의 모든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공산당 소속 위원회다. 시 주석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주도하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따라서 허 주임이 시 주석
과 함께 평양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
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줄곧 간절히 원하던 부분이다. 대북 원조
를 대폭 늘리고 개혁개방을 지원해 북한의 숨통을 틔우는 한편 유엔의 제재 그물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묘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령탑’ 허리펑 ‘황제
그림자’ 딩쉐샹, 방북 시진핑 수행,” 「한국일보」, 2019년 6월 20일.
105)
장투어셩(张沱生),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역할,” 「제4회 2018년 동아시아
재단-판구연구소 한중전략대화 발표집」(2018).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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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진핑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 일환이자 강대국 위
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체제 안전보장에 있어 북중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식을 논의하면서 중국식 해결방안(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 특히 4차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
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일정부분 진전
될 경우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논의를 중국이 주도해 나갈 가능성
이 높다. 아울러 중국은 북핵문제를 놓고 대북제재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재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며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혹은 완화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이는 지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의 동북 3성까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대화
와 협상을 통해 북미 간 신뢰구축을 쌓고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동안보 관점에서 지속적인 남북-북
미 관계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외교적 역할 발휘를 행사하며 동시에 미국
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의 대응방향
현재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해법인 쌍잠정(雙暫
停)과 쌍궤병행(雙軌並行) 추진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
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추진을 위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
을 촉진해나가면서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대북공조방안을 마련하는 중이
다. 이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에 둘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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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한중간 긴밀한 대북공조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106) 특히 조만간 북
미관계 개선에 따른 비핵화 해결에 진전이 나타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
화되면서 남·북·중 3자 혹은 남·북·중·러 4자간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
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중국 횡단
철도(TCR: Trans China Railroad)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road)와 연결되고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함께 연
계될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치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따라 후속 협상 여건 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동안 중단된 4자 혹은 6자회담을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개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
립 등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한중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4자 혹은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한
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중국과의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해 남·북·미·중 4자 대화,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줄곧 중국이 제시한 북
핵문제 해결방안인 쌍잠정과 쌍궤병행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
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과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
을 마련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미중경쟁 격화 및 북미간 상호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예상 가능한 각종 이슈들을 사전에 추출하여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계획 및 조치 매뉴얼(플랜 B, 플랜 C 등)들을 마련

106)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관계개선에 힘
입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할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
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리핑」 2018-27(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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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과정에 있어 한중간
협력이 가능한 부분과 절대 양보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
을 세우고 이에 따라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
간 상호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 경우 중국이 과
도하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한중간 지속적인 소통
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유엔사 해체와 동시에 평화협정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구인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가칭)’ 설립도 가능하다. 또한 동 기
구 설립과 함께 평화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남·북·미·중 4자간 이견을 조정
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가칭)’ 설치하여 유엔 안보
리 상임 이사국 대표들과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
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모색해 볼 수 있다.107) 그동안 한중관계
는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도자간 친분관계에 의존한 측면이 높
았으며, 상호간 동상이몽(同床異夢),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
서 한중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차원에서 외교-안
보적 신뢰구축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상호이익을 토대로 경제·사회·문화
까지 협력영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108)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대북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촉구에 있
어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행, 대화와 협
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대북제재 공조의 어려움을 보
107)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가칭)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 대표들로 구
성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설치하되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화될 때 임무를 종료
시킨다.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참조.
108)
정재흥, “2018년 중국정세와 한중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정세와정책」 2018년
18호(2018),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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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북중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는
지속되었으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 등을 위해 대중 무역의
존도는 2014년 90.2%에서 2017년 94.8%까지 증가하는 등 북중관계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근본인식 자체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차원에서 줄곧 북핵문제
를 주요 빌미와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관계 갈등 격화로 인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지금
보다 한층 높은 전면적 대북제재 이행은 예상되나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2019년 1월 8일 열린 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유관 당사국들이 북한
의 합리적 우려와 관심에 반응하여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 역시 신년사를 통해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리는 차원
에서 다시금 북중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하여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중간 체결된 중요 합의사항 및 한
반도 정세변화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109) 이어 북중수교 70주년 기념
에 맞춰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미중무역전쟁
으로 인해 우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 방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탈퇴에 따른
동북아 핵-군비경쟁 출현 방지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포위구
도 등을 적극 견제해 나간다는 전략적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109)

“‘전격 방중’ 리길성 北외무성 부상, 中 왕이 만나,” 「연합뉴스」, 201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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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이 바라는 대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
재와 압력을 가할 것이라 인식한다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한 것 역시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지속
적인 쌍괘병행과 단계적-동시적 행동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 북중동맹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
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110) 따라서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북
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체제
의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 대북정책 목표도 단기간에 조
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유효하며 한반
도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체제붕괴와
급변사태 야기 혹은 일방적 흡수통일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111) 물론 중국 역시 유엔 대북제재 준수는 유지하고자 할 것이
나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수준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일방적인 단독제
재에는 분명한 반대가 예상된다.112) 특히 새로운 북중관계 강화차원에서
양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 쌍궤병행인
단계적 접근 및 ‘행동對행동’ 원칙으로 접근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110)

최근 한반도 정세 대변화로 인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70년 가까이 유지되
어온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에 대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냉전적 구도에서 벗어나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
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책브리핑」 No.
2018-27 (2018), pp. 18-19.
111) 전병곤,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동향과 분석」 2017년 10월호
(2017), pp. 15-17.
112)
향후 시진핑 지도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투트랙(two track)접근이나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며 한반도 정세의 대
전환을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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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중관계 공고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우리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상호 호혜적 대화개시→상호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
기본원칙 확정→대북제재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북핵문제를 포함한 모
든 한반도 문제를 일괄타결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
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113)
따라서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20년 초까지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우선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가능도록 하면서 남·
북·미·중 4자간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평화협정의 초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화협정의 협상을 위한 논의 주체 혹은 기구를 구성하고
평화협정 협상에 새롭게 다룰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
수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새롭게 추진되는 평
화협정 협상의 관계설정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북미 양자 및 남·
북·미·중 4자간 이원적 협상 구조로 추진하되 4자간 평화협정 협상에서
합의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포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협상으로 이어
지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 구축을 위한 6자회담까지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차원의 다자평화안보체제로 확장될 때 한반도의 평
화는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협상이 평화협정 체결 이
후에는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6자회담을 통해 동북
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수립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114)
113)

中國外交部, “中國和俄羅斯關於朝鮮半島問題的聯合聲明,” 「新華社」, 2018年 7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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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어 일괄타결 방식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으로 보이며 역내 안보구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정
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올해에 종
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실 평화체제(peace regime)는 평화협정 체결, 평화 보장방
안 마련 등 평화 정착에 관련된 절차, 규범, 협정 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으
로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모든
문제들을 풀기에는 상호간 신뢰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각종 첨예한 안보이슈와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종 이슈별로 협정을 체결할 수
도 있고 관련국별로 개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이슈별 혹
은 관련국별로 체결된 평화협정들을 하나의 패키지 혹은 문건으로 일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남북, 북미, 북중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
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고 한반도에 평화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주변국들
의견과 입장을 포함한 유관 전문가들의 입장과 시각 등을 파악하여 한반
도 평화체제를 본격화해 나가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115)

114)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안보적 측면의 다자협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안보와 경
제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철도, 에너지, 기타 다양한 산업에서의
동북아 다자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상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5-38.
115)
박종철,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online series」
CO 18-14(2018),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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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한반도 정세는 지난 2005년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었던 상황
과는 확연히 다른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7년 1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용되었던 ‘북핵폐기(안
보)-경제보상’ 방안의 적실성은 크게 줄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
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다시금 검토하고 변
화된 북한의 핵능력과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
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전쟁책임, 불가침조약, 군비통제,
평화관리, 한미동맹, 유엔사, 주한미군 문제 등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이해 행위자들이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논의의 동력과 해결책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 중으로 북핵문제를 놓고 북미간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영변핵단지 폐기 등을 제시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
의 보상조치(예: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한반도 평화
협정 논의 개시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先 비핵화
(FFVD)조치-後보상만을 요구한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만약 이러한 첨예한 대립 하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화
해 나가면서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강조하며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
소,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동시진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
인다.116)
116)

최근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역내 정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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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재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역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
(MD) 체제 무력화 및 한미(한미일)군사동맹 억제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특
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어 주한미군이
대중 포위전략 차원에서 역내 지역동맹으로 성격과 역할이 변화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도전과 갈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줄곧 핵심
이익과 주권문제는 절대 타협여지가 없다고 누차 강조한 만큼 한국이 중
국의 전략적 안보이익(미국 주도의 역내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금
한중간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 내로 한중간
공식(비공식)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구실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배치, 한미(한
미일)동맹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역으로
대중포위압박에 활용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평가와 함께 한중간 보다 긴
밀한 정책적 소통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요망된다.
이처럼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간
다는 강한의지를 밝힌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중국식 해법인 쌍잠정과 쌍궤병행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추진을 놓고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중국의 쌍궤병행 정책 사이에
서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로 인한 역내 정세 악화를 절대 받
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재흥, “2018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2019 정세전망 특집호」 (2018),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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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49년까지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
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협정 추진에 따른 유엔사 및 주한미군 문제로 인한 한중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실상 시진핑 2기 지도부
의 대북정책과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
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패권경쟁 악화로 인해 역내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북한의 전략적이고 지정학적 가
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지
정학적 자산을 유지하며 북중관계를 과거 동맹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국
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방향과 전략적 고려 하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117)
한편 본격적인 미중간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시진핑 2기 지도부는 핵
심이익(Core interest)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안보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한국
은 보다 객관적인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대북, 대중, 대미
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향후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문
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호 결합되어 남·
북·중 3자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흥과 평화로운 한
반도 분위기 조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초점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한중관계가 남북, 북미, 한미, 미중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117)

정재흥,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협력의 확대전망,” 「세종논평」 2019-20(2019.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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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6자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더 이상 지정학 중심이 아닌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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