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서정경*
요 약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시진핑 주석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시진핑 2
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한 것이다. 18차
전국대표대회와 비교하여 중국의 대외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대미외교와 주변외교를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어떠한 수사(rhetoric)
적 변화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
치보고의 외교관련 문구 분석뿐 아니라 중국
내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
하였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신 시대 시진핑 사
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중국 특
색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여,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한 견실한 기초를 쌓았다는 평가를
얻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집권 1기 외교정책
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중국식 규범과 가치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담론,
‘일대일로’ 지속 확대, 강대국 관계 안정화,
유연한 주변외교,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축으
로 전개되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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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 종료 이후 시진핑 정부 2기
중국외교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올해 19차 당대회
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서구세계의
리더십 약화, 전 세계적인 반세계화 사조와 저성장 시기, 그리고 각국의 양극화
및 민족주의 정서 심화 등 불안정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강대국 지위에 대한 보다 강한 열망과 노력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oncevert Ganan Almond, 2017; 우신보(吳心伯) 인터
뷰, 2017.7.19; 진찬룽(金燦榮), 2017). 소위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中國特色大
國外交)’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힘 쏟았다. 강대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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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며 관계의 기본 틀로 추진하였고, 주변 개도국에게는 일대
일로(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一帶一路)를 제시하며 중국이라는 성장
열차에 올라탈 것을 적극 독려하였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다자무
대를 자국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부각시켰고, 아시아 국가
에게는 “친(親)･성(誠)･혜(惠)･용(容)” 등 다양한 중국식 담론을 선보이며 소프트파
워 증진을 꾀했다. 시진핑(習近平) 2기 정부의 향후 노선과 발전방향이 국제사회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점에서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외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집권 2기 시작 직전에 개최되는 당대회에서는 집권 1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과 변화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의 대외정책도 1기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정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진핑 1기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시도와 노력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 그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미
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공산당 당대회는 기본적으로 국내행사로서 대외정책이 구체
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총 열세 장에 달하는 중앙위원회 업무보고(이하 정치보
고)에서 외교에 관한 서술은 한 장에 그치며, 국방과 통일 분야를 포함해도 세장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보고를 통해 향후 중국외교를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5년 전 당대회와 비교해 어떠한 수사적 변화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의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에 담겨 있는
행간의 맥락을 분석하고, 시진핑 1기 정부의 대외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접목시킴으
로써 향후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분석 및 전망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산당 19차 당대회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
인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영역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를 전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문건에 나타난 외교 관련 문구를 분석하고,
19차 당대회 관련 중국 내 권위 있는 견해를 검토하였다. 이 외에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하여 진행한 중국의 주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하여 시진
핑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전망하였다.1)
1) 본 연구는 2017년 6월 7-8일, 7월 19일 중국학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
이다. 인터뷰이로는 중국 고위급 관료에 정책 제언을 하며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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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인식과 특징
1.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
공산당 당대회의 정치보고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의 국무원 업무보고의
경우 정해진 서술 순서가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이 처해있는 국제정세 혹은 국제
세력구도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다음으로 외교정책 전체를 규정하는 포괄적 방침
이 제시된다. 그 후에 세부적인 영역별 정책이 제시된다(조영남, 2013: 206). 따라
서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나타난 시진핑 정부 집권 2기 중국외교의 방향을
분석하려면 우선 중국이 현재 처한 국제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즉 시대인
식이 어떠한 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시대인식은 1980
년대부터 줄곧 이어져 온 “평화와 발전의 시대”라는 기본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공산당 18차 당대회는 국제 세력구도 상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종합실력이
증가되어 국제세력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했고, 따라서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
되는데 더욱 유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도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시대적 문제와 당면과제에 대한 판단은 5년 전 공산당 18차 당대회 시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8차 당대회 때는 전 세계 금융위
기, 강대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국제적인 혼란 그리고 지구적인
비전통 안보문제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강대국이란 결국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서
2008년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 이후 한계가 드러난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인식을 노출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전
세계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경제성장 동력 부족, 비전통적 안전위협이 제시되었

국제정치학자 왕지스(王緝思) 베이징대 교수,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베이징대 국제관
계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 활발한 저술 및 언론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진찬롱(金燦榮)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겸 교수, 그리고 푸단대학 미국
연구센터 주임 우신보(吳心伯) 교수가 있다.

8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1호

다. 강대국(즉 미국)에 대한 비판이 빠지고 전 세계적 저성장 시기에 대한 언급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신시대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제시
되면서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는
데 주력했다. 시주석은 향후 5년이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관건기라는 냉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두 개의 백년을 통한 ‘중화민족 부흥’의 실현을 공식화했고, 공산당
이 분투할 것이니 중화민족 전체도 믿고 단결하라고 호소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현재 처해있는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집권 2기를 맞는 2018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다음해인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다. 2020년은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전면적 소강(小康)사
회 건설’이 완성되는 해이며, 이듬해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즉 시진핑
정부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굵직굵직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할 뿐 아니라, 집권기
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시진핑 정부 집권 1기 동안 중국은 성과와 업적도 이뤘지만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우선 국내적으로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 문제가 부상했다. 마오쩌둥(毛澤
東) 시기는 ‘혁명’과 ‘국가 건설’로, 덩샤오핑(鄧小平)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까
지는 평균 두 자리 수에 달하는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으로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적 저성장 시기를 맞았고 중국
의 경제성장률도 중저속으로 조정됐다. 그간 성장신화 속에서 인위적으로 눌려왔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불만, 심각한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또한 인민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새롭게 확보
해야 한다는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이동률, 2017).
외교적으로 일정한 성과와 함께 적잖은 한계도 노출했다. 우선 성과라고 한다면
시진핑 정부 1기 동안 중국은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 Investment
Bank, AIIB), 항저우 20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홈
그라운드 외교(主場外交)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는 자국의 이익
을 최우선시하며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나, 유럽연맹에서 탈퇴한 영국 등
다른 강대국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과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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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주의로 기우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유무역의 제창자이자 선도자로 그리고
글로벌 저성장시기 전 세계 GDP 성장에 실제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와 영향
력을 일정하게 강화시켰다(鄭永年, 2017b).
하지만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변외교는 한계에 부딪혔고, 중국이 처한 대외
환경은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집권기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2050년
까지 전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우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
전략적 교두보로 만들어 나아가려는 시기다. 따라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변외교 업무회의(周邊外交工作會議)를 개최하였고 주변외교의 위상을 강대국 외
교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켰다. 일대일로를 지속 확대시켰고 참여국의 수도 증가했
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로부터 자국의 주장이 전면 부인되는 굴욕적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대중 경계심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일대일로는
일본과 인도의 반중(反中) 연합을 초래하며 역내 경쟁구도가 뚜렷해졌다. 지정학적
으로 중요한 한반도에서도 북･중관계 악화에 따라 대북 영향력을 다수 상실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슈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취약해졌다. 중국과 인도
간 일촉즉발의 국경분쟁도 수십 년 만에 재발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외교를 그 어느 때보다 중시했고 많은 자원을 투여한
시기에 오히려 주변지역의 불안정성과 복잡성이 강화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는 과거 주로 서구에 대해 야기되었던 전 국민적 불만과 저항, 민족주의적 갈등이
중국의 대 주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히려 서구보다 중국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
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등 기존 서구 선진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상황과 아울러 중국의 양호한 대외환경 조성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이 “동지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도 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근접해있으며,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習近平,
2017)”라고 호소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중국이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지
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시주석은 정치보고를 통해 첫 번째 소강사회 실현
목표는 달성 가능하니, 이제 두 번째 백년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여 나아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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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공산당 집권의 통치 정당성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공산당의 유일무이한 역할과 공헌, 시대적 과제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이미지
에서 확보하고, 당면한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시진핑 2기 정부의 통치 중심은 여전히 외교보다 국내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고 규정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시진핑 1 기
정부의 외교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시기에 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으며, 이것
이 중국 인민들의 대체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집권 2기에도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려는 기본자세와 노선은 지속될 것이며, 아울러 이상과 현실의 갭을 관리하
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는 여전히 개도국과 강대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기존의 강대국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집권 1 기
외교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며, 한계를 드러낸 서구중심적 국제질서의 틈새를 비집
고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려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대외적 리스크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외부환경을 안정시키려는 복합
적이고 다차원적인 외교가 전개될 전망이다.

2.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제시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의 대외정
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신시대’란 중국이
날로 세계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시대, 인류를 위해 부단히 공헌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가 새로운 사상의 인도 하에 더욱 광활한 전 세계적 시각으로,
더욱 국제적 책임을 자각하면서, 더욱 진취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중국외
교부, 2017.10.19a). 이러한 발언은 사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꽤 의례적이
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시대 시진핑 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부합하
는 중국의 외교로서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및 ‘인류 운명 공동체(人類命運
共同體)’라는 보다 확대되고 전 세계를 향한 개념들이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2014년 말 시주석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서 서로 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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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신형 국제관계’는 원래 협력윈윈(合作共贏)을 핵심으로 하는 이념이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길로 소개된 바 있다(人民網, 2015). 이것이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상호존중(相互尊重), 공평정의(公平正義), 협력윈윈(合作
共贏)이라는 보다 확대된 내용을 담은 신형대국관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18차 당대회때 강조되었던 ‘신형 대국관계’ 개념이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라지
고 ‘신형 국제관계’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추가됐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신형
국제관계의 범주에 기존의 대국외교뿐 아니라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가 모두 포함되었다. 기존의 ‘신형 대국관계’는 중국이 미국에게 자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이었다. 미중관계 역사상 오랫동안 미국의
공세에 대체로 피동적이었던 중국이 21세기 들어 확대된 국력에 기반 하여 미국에
게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장하라고 주도적으로 요청한 첫 사례였다. 이후 공산당
18차 정치보고에서 미국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 혹은 강대국에게 적용되는 대국외교
의 틀로 확대된 것이었다.
공산당 18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자국의 외교를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 순으로 층위를 나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이 개념들이 모두
‘신형 국제관계’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의 외교에서
신형 국제관계가 신형 대국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자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임
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국이 외부세계에 보내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첫째,
그동안 매우 중시해온 강대국외교를 적어도 겉으로는 특별히 다른 부류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한걸음 깊게 들어가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력을 확보하고 강대국 지위
를 가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러 중국이 강대국과의 세력경쟁이나 갈등에
쉽게 휘말리지 않겠다는 신중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산당 19 차
정치보고에 5년 전과 달리 강대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등 부정적
뉘앙스의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시진핑 정부 집권 1기는 불안정한 대외환경을 겪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강대국 부흥 추진, 일본의 우경
화 등으로 인한 강대국 간 긴장과 경쟁구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였다(원동욱,
2016). 중국학계에서는 자국의 강대국화를 지정학 시대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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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히 진행돼왔다(葛漢文, 2015; 淩勝利,曲博, 2015). 대부분 논의의 초점은
강대국 관계의 안정화 방안,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의 실천방안 및 함의에 놓여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국의 지속적 강대국화에 필수불가결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기존 서구중심적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자신의 강대국
입지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주석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무대의 담론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한다(人民網,
2014).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에 의해 소프트 파워 개념이 전파된 이후 중국
은 자체 연구를 통해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긴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라는 정치적 가치를 전파한 공공외교에 있다고 평가하였다(Wang,
2008). 그리고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국 가치관, 규범 및 담론권을 강화하려
는 움직임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리하여 서구적 가치관 및 담론이 국제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현실을 점차 바꿔나가려 한다(胡正榮･李繼東, 2014).
시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략’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강하게 호소했다(習近平, 2017). 인류를 위한 더
큰 기여를 줄곧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온 중국공산당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의 탄생 및 제시는 미국의 고립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등 국제사회의 기존 서구중심적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鄭永年, 2017). 언뜻 보기에는 기존에 중국이 제시했던 담론들 즉 의리관,
신안보관, 발전전망, 문명교류, 친환경 생태 등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 내용과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주변국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운명 공동체 용어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신형 대국관계를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로 확대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다 확대된 시야를 가지고
국제무대의 리더급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시진핑 2기 정부의 의지의 천명이자 글로
벌 거버넌스에 대한 집념의 표출이다.

3. ‘일대일로’의 <당헌> 삽입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눈길을 끄는 새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일대일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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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黨章)>에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시진핑 2기 정부는 일대일로를 매우 중시할
것이며, 일대일로가 향후 장기간 추진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주석은
과거 5년 외교성과를 설명할 때에도 가장 먼저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립, 실크로드 기금 설립, 제1회 일대일로 고위포럼을 언급했고 그 이후 APEC
비공식회의,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나열했다(習斤平, 2017).

1) 강대국화의 수단인 일대일로2)
이처럼 일대일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전략이 중국의 강대국화 추진의 중요
한 일환이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에 처음 제시한 것이다. 2013년 주변외교 업무좌담회 개최, 2015년 중국외교의
중심으로 일대일로 상정, 그리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비전과 행동’ 제정
등이 이뤄졌다. 한때 추진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을 받자 중국정
부는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 직전 일대일로 건설업무좌담회(建設工作座談
會)를 개최했고, 시주석은 “못을 박는다는 정신”으로 한발 한발 일대일로를 추진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 2017년에 일대일로 정상포럼(高級論壇)을 성공적으로 개최하
며 일대일로의 건재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이제 <당헌>에까지 삽입됨으로써
일대일로 추진은 향후 날개를 단 듯 추진될 전망이다.
2016년 일대일로 건설업무좌담회가 중국의 국가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었던
항저우 G20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사이트는 시진핑이 이 회의를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분석했다. 첫째, 중국이 향후 일대일로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신왕(新望) 경제관찰연구원장도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시장의 유효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중국과 타국과의 분업이 더욱 세분화되어, 종합적 효과
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대내적, 대외적 국면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일대일로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齊魯壹點, 2016).
둘째, 시진핑이 향후 일대일로 전략과 ‘G20 행동계획’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2) 본 파트의 내용은 서정경, “강대국의 꿈을 담은 중국의 일대일로” ｢성균차이나브리프｣ 41호
2016년 10월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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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거버넌스란 결국 이념
과 연동되는 것인데, 중국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념과 방식을 줄곧
탐색해왔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젠다를 적극 주도해왔으며, 일대일로 전략 구상
을 제시하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증명했다는 주장이다(齊魯壹點, 2016).
셋째, 시진핑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 중국의 품질(品質)을 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기업 및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세계 최대 광고회
사인 미국의 제이월터톰슨사(J. Walter Thompson)에 따르면 영미권 소비자의 60%
이상은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이 “질보다 양”이라고 인식한다. 55%는 중국산 제품
의 이미지로 “싸구려”를 꼽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이 향후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자원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거라는 신호탄을 쏘았다는 것이다(齊魯壹點, 2016).
이러한 중국 내부의 관점을 종합하면 일대일로는 단순히 중국 국내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조정, 기존의 미국과
서구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국제사회에 비친 중국 이미지 제고 등을
중국이 모두 일대일로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강대국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업무좌담회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항저우 G20 정상회
담 직전에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2016
~ 2020년) 계획’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추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는 “중국의 7개(랴오닝･저장･허난･후베이･쓰촨･산시성･충칭시) 자유무
역구 신설” 또한 그 발표 시기가 G20 정상회의 이전이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진척이 다소 지지부진하고,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열의가 시든 것 아니냐는 일각의 회의적 평가에 대한 중국 관방의
정면 반박이었다. 일대일로의 순조로운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G20 정상회담이라는
홈그라운드 외교를 통하여 미국이나 서구가 아닌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문제
를 해결하고 판세를 주도하는 주요 행위체임을 국제무대에서 드러내려는 중국 지도
부의 전략적 판단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지도부의 강대국
화 추진은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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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미 간 규범 경쟁 차원에서 본 일대일로
중국은 이미 미국 등 서구의 가치관과 규범에 맞서는 경쟁에 뛰어들었다(鄭永年,
2016). 그리고 일대일로는 중국이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에 전파하고 담론력을 강화
하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저개발국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함께 부유해지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과거 미국
이 19세기 말 개입주의로 나갔을 때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며 이익을
창출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가치관 및 중국
식 담론을 서구의 민주, 자유 등 보편적 가치와의 경쟁구도에 올려놓았다. 즉 그간
쏟아져 나온 친･성･혜･용,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의리관(義理觀) 등 다양한
담론에 더해 이번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추가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이미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가치관, 규범, 담론경쟁에 나섰다(서
정경, 2015: 252). 경쟁구도는 향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는 단순히 중국이 잉여생산물을 해외에 투입하
고 국내개혁을 심화하려는 경기부양의 성격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주변지역에 형성돼있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적 세력구도를 동요시키고, 중국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
나가려는 강대국 외교의 일환이다. 일대일로는 이제 당장에 삽입됨으로써 시진핑
정부 집권 2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
다. 이와 관련,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시진핑이 퇴임하고 지도자가 바뀌
어도 일대일로의 내용은 지속될 것이다.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특색을 바라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자칭궈 인터뷰,
2017.6.8.).

4. 외교담당 인선의 변화: 양제츠(楊潔褫) 국무위원의 정치국위원 선임
이번 19차 당대회를 통해 양제츠 현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치국 위원으
로 선출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
되어 외교담당 부총리로 10년을 재임한 이후, 외교 담당자가 정치국 위원을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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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성균중국연구소, 2017). 전례에 따르면 양제츠는 2018년
3월 전국인대에서 외교담당 부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는 중국외교에서
대미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암시한다. 겉으로는 완화시키면서 내부적으
로는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온건하고 합리적 이미지의 양제츠를 중요한
직책에 앉힘으로써 대외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더욱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였다.
양제츠가 시진핑의 책사역할을 했던 왕후닝(王滬寧)의 역할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예측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양제츠가 왕후닝을 이을 수 있지만 실제
적으로는 왕후닝이 여전히 중요한 외교전략과 대 구상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주목할 만하다(이동률, 2017).

Ⅱ. 대미외교
1. 중국의 대미인식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글로
벌 거버넌스에 대한 집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매우 중시한다
는 것이다. 중국에게 중미관계 또는 대미외교는 줄곧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왔
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국 건국 이후 양대진영론적 세계관에 기반
하여 소련일변도 및 반미(反美)로 출발했던 중국의 외교전략은 1960년대 중소분쟁
기 미･소 양 대국에 동시 대항, 1970년대 미국과의 데땅뜨 및 소련 견제, 1979년
미중수교에 이은 1980년대 미국 중심적 국제경제질서 편입 및 개혁 개방 추진,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다극화 추진 등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강대국 세력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국력 부상기를 맞이하여 대미관
계의 안정 및 안정된 외부환경 조성은 중국 외교를 관통해온 가장 기본원칙으로
자리해왔다.
양국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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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체로 미국의 공세, 가령 인권문제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대우 연계, 대만문제, 미중 간 무역불균형, 인민폐 환율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비교
적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의 패턴이 반복되며 전개되어 왔다. 중국은 도광양회
(韜光養晦)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칼날을 감추고 힘을 키워왔다.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서 빠른 성장을 구가해왔다. 그러던 중국이 시진
핑 정부에 들어 미국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라
고 촉구하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이는 ‘두 개의 백년(兩個一百年)’을 통한 중화민족
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이뤄진 것이며, 중국의 거대한
국력 성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미국의
한계를 체험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당당한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국제질서의 합리화를 제창하며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빈틈을 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1기 정부의 중미관계는 긴장으로 시작하여 협력과 긴장이 교차되다 최근
다시 견제가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사실 미국의 대선시기에 중국( 특히
중국국민)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힐러리에 비해 트럼프
의 당선을 더욱 희망했다.3) 정작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중국은 당혹감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졌다. 트럼트 대통령은 취임 하기도 전에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를 했는데, 이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참고로
미국은 이를 ‘정책(policy)’으로 보지 ‘원칙(principle)’으로 보지 않는다―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인사들로 핵심
참모를 구성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한때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후 2017년 4월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
나의 중국’ 원칙이 재천명 되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이슈, 북핵문제, 양국 간
대화메커니즘 확대, 남중국해 문제,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The White House, 2017). 두 스트
롱 맨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자리에서 시주석은 “중미 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3)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SCMP)가 선거직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를 위해 트럼프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전체 평균 비율이 47%인데 비해 중국인의 응답율은 62%에 달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11.6. 또한 중국 봉황넷(鳳凰網)이 5월 13일~6월 12일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중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율은 61%로 힐러리(7.8%)를 압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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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이유는 매우 많지만, 악화시킬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며 협력의지를
강조했다(人民網, 2017).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 미중 무역불균형 개선을 지향하는 ‘100일 계획’이 발표되었고,
회담 종료 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양국은 또한 외교안
보 대화, 전면적 경제 대화, 사이버안보 대화, 사회와 인문 대화 등 네 가지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이에 중국학계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미관계의
불투명성이 크게 해소됐으며 협력의 기반이 다져졌다는 낙관적인 평가가 제기되었
다(자칭궈 인터뷰, 2017.6.8; 진찬룽 인터뷰, 2017.6.7).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전문가
들은 대체로 트럼프 정부시기의 대중정책은 오바마 정부시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해왔다(진찬롱 인터뷰, 2017.6.7; 왕지스 인터뷰, 2017.6.8; 葉效強,
2017).

하지만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정책의 강경화를 예고했다.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국제질서 재편을 추진하는 수정주의(revisionist)라 칭했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White House, Dec 2017). 취임 이후 근 1년 간 모호했던 미국
의 대중정책 기조가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공세적으로 확정되면서 시진핑 2기 정부
에 미치는 압박이 강해질 전망이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분오열된 정치의 산물로서 어떠한 실질
적 전략적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고 폄훼하면서도, 미국이 정말 어떠한 실제행동으
로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중국정부도 분명 실제행동으로 대처할 것이라 믿는
다고 밝혔다(人民日報, 2017.12.19).

2. 대미외교 전망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이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통해 표명된 중국의 대미정책의
큰 틀을 동요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는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이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대립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은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미국을 포함
한 전 세계 각국과 평화공존하길 원한다,” “미국도 제로섬 게임적 진부한 사고방식
을 버리고 중국과 함께 나아가며, 구동존이하고, 협력하여 윈윈하며, 인류운명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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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인류의 공동번영과 진보를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人民日報, 2017.12.19).
왕지스 북경대 교수는 이러한 미중관계를 일종의 뉴노멀(新常態) 상태로 평가한
다. 그는 뉴노멀의 주요 특징으로 중미 간 협력과 경쟁의 동시 강화, 양국 외교에
대한 국내요인의 영향력 점증, 그리고 경제무역과 글로벌 거버넌스, 인문교류 분야
의 중미 간 협력은 경쟁과 마찰보다 강함과 동시에 국제 안보영역 특히 아태지역
안보문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들었다(왕지스, 2017).
이처럼 미중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통해 양국관
계의 거시적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은 자국의 일정표대로 2050년까지 강대국의 반
열에 들어가는 중국의 꿈의 실현 여부가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의 국력 성장을 이끈 개혁 개방은 미국과
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시작된 것이었고, 개혁 개방의 찬란한 성과는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로의 안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이나 대항을 가능한 우회해
왔고, 미국을 위시한 서구 중심적 국제사회 속에서 국력을 증대해왔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미국식 경제 및 정치질서 체제의 빈틈을 자기 식으로
메꾸고 미국의 예봉을 피하며 자신의 지분과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미국도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에
나선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Graham Allison,
2017). 즉 상호 신뢰가 증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국력 강화에 주력하는 양국
간 관계는 일정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으며, 뉴노멀의 불안정 속에서 과거 강대국
간 무력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강대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도적으로 배제
했으며, 신형 대국관계라는 더욱 상위의 개념으로 기존의 신형국제관계를 포괄했
다.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는 강대국화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 싸움도 벌이면서, 아울러 불필요한 마찰공간은 최대한 줄이고, 종국적
으로 안정된 대미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미중관계는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경제질서의 주도
권 및 경제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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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배제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사라지더라도 무역과 경제
관련 양국 간 다양한 형태의 각축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한다(環球時報,
2016).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영구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데 소요되는 약 2년 동안 중국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吳心伯, 2016).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미중 양국 고위층 간에는 소통이 이뤄져왔고
대화 메커니즘도 활발하지만, 양국의 대중여론은 자국정부에게 더욱 강경하게 대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국 사회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고양되고 상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따라서 국내정치와 여론이 중미
협력의 공간과 가능성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왕지스, 2017). 즉 양국 모두
대외정책보다 국내정책에 더욱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거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향후 중미 간 전략적 타협의
공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Ⅲ. 주변외교
1. 또 하나의 강대국 외교, 주변외교
시진핑 1기 정부는 주변외교의 위상을 거의 강대국외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10월 주변외교 업무좌담회를 고위급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로 개최했고, 매우 적극적이고 빈번한 방문외교를 통해 구체적인 움직
임을 선보여 왔다. 다년간에 걸친 시주석의 방문외교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에는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서정경, 2014).
첫째, 중국은 방문한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 중국이 평소 주장하던 국가관계
형성의 기본, 즉 주권, 영토, 발전 경로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관철시켰다. 이는 자신의 ‘평화공존 5원칙’을 현대 국제관계에도 적용시킴으로써
역사성과 연속성을 보장한 것이라 평가된다. 둘째,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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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성과를 함께 누리자는 호혜공영(互惠共贏)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는
가운데 상호 경제 통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셋째, 방문한
국가들과 고위급 소통을 포함한 대화채널의 다변화 및 확대를 추구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관계 심화에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했다. 넷째, 방문국들
에게 중국의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거나 상대국 국민들의 중국어 학습 지원을 강화
할 것임을 주도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공공외교
를 적극 운용할 것임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중국은 방문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다가올 대만과의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전 세계의 리더로 성장하려는 2050년까지 국가통일은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관건적 시기를 맞아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고, 미국
등 외부세력들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방향은 향후 중국의 주변외교에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상대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외교를 선보여 왔다. 예를 들어 중견국
인 한국과는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이나
아세안+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Group 20, G20) 등 다자
간 국제무대에서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도모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에게는 국제무대에서의 공간 확대를 도와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가령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가입,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한중일 협력에 몽골이 적당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4) 이 외에도 중견국인 한국과는 외부 경제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그리고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지속 개발을 천명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
의 경제성장에 자신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왔다.
4)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SCO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중국은 타
지키스탄과 SCO 틀 속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SCO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몰디브의 입장을 환영했으며, 스리랑카의 SCO 업저버국 신청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22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1호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담론을 설파하여 주변국
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공존공영 레토릭을 선보였다. 이는 중국식 규범과
가치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다 확대 전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주변에 있다. 중국의 주변외교는 이미 친･성･혜･용
개념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구상,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 해양실크로드 구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자신과 주변국
간의 관계는 운명공동체임을 전파하면서 주변국을 끌어당겨왔다. 향후 시진핑 정부
2기는 주변국의 경계심을 완화하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자유
무역협정, 다자무대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당당한 중국을 부르짖는 대중들의 기대와 열망을 업은
시진핑 정부임을 감안하면, 향후 남중국해 등 주권과 영토 및 민족주의에 관련된
이슈가 부상할 때 중국정부의 대외적 유연성은 제약 받을 수 있다(진찬룽 인터뷰,
2017.6.7).

2. 해양강국 담론의 의도적 완화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강조되었던 ‘해양강국’ 담론이 이번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이 ‘생태문명의 건설’ 항목에서 ‘지역 균형발전 전략’ 항목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2013년 5월 18일 동･중･서부지역 발전 및 개혁 연구원(東中西部區域發
展和改革研究院), 상하이대학교, 중화 전국 귀국화교 연합회, 국가 싱크탱크(國家智
庫) 편집부가 공동주최한 ‘2013 싱크탱크가 만드는 중국의 꿈: 해양강국 전략수립
고위급 원탁회의’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강국 꿈은 3단계, 즉 2020년 이전 초급
해양강국이 되어 세계 8강 실현, 2021-2030년 사이에 중등 해양강국 실현, 2050년
즉 건국 100년엔 일류 해양강국 등극을 거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中國靑年網,
2013.6.6). 중국의 해군력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실제로 빠르게 성장했다. 영국
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함정은 2000년이후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고,
이제 중국의 함정 건조능력은 한국, 일본, 인도를 합한 수준을 뛰어넘었다(I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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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6).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시 해양강국 용어가 외교나 국방항목이 아닌 ‘생태문명
건설’ 항목에 삽입된 것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우회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조영남, 2013). 그런데 이번에는 ‘생태문명 건설’ 항목이 아니고 ‘현대화
경제 시스템 형성’ 항목의 하위 부류인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내륙
경제와 해양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해양강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한
다”고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해양의 가치를 생태나 환경적 차원보다 경제적 차원에
서 중시하겠음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해양을 둘러싼 안보적 갈등이라는 민감성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사실 중국의 해양개발은 줄곧 해양강국 담론 및 해군력 강화와 밀접히 연관돼
왔다. 해양강국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중국해군 발전전략이 이미 마련되어 2050년
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5)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국방에
관한 보고의 강군흥국(強軍興國) 관련 부분에 “해상권리 수호”가 제시되어 있다.6)
다만 편폭이 매우 줄었다.
시진핑 1기 정부의 중국은 경제와 군사를 함께 아우르며 자국 주변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인민해방군 역사상 최초로 지정학적 거점지대인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을 파병하여 영구 주둔시켰다(Roncevert Ganan Almond, 2017).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장기조차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진주목걸이 구상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취약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
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고, 상설중재
재판소 판결로 인해 자국의 권리를 전면 부인당한 중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번 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해양대국 담론이 과거에 비해 매우 약하게
5) 2006년 중국국방백서에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에 이르기까지의 중국해군 발전전략이
삼단계로 나뉘어 소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호,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추이,”
STRATEGY 21, Vol.11 No.1, 2008 여름호, pp. 192-193 참조.
6) 정확한 문구는 “군사훈련과 전쟁대비를 강화하였고 해상권리 수호, 테러반대 및 안정유지,
긴급재해 구조, 국제평화 유지, 아덴만 항행 호위, 인도주의 구원 등 중대한 임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였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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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것은 중국의 해군력을 사실상 강화시키면서도 남중국해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 18차 당대회때 강조되었던 “핵심이익”이 19차 당대회 보고시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된 사실과 더불어 시진핑 2기 정부의 주변국 외교는 1 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부드럽고 덜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신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응도
차별화될 수 있다(우신보 인터뷰, 2017.7.19). 중국의 부상을 구조적으로 경계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의 부상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자 간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보다 융통성 있게 대할 전망이다.7)

3. 양안관계
향후 양안관계는 더욱 긴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트럼프 집권기 동안 경제통
상 문제 이외에 중미 간 갈등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대만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찬룽 인터뷰 2017.6.7, 우신보 인터뷰 2017.7.19). 이번 19차 정치보고에서도
“일국양제”에 의거,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나갈 거라는
기존 입장이 천명된 동시에, 대만에 대해서는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 비하여
보다 강경한 입장이 천명되었다. 18차 당대회시 “국가가 아직 통일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양안의 정치관계를 연구토론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 준비를 하자”는
제언은 19차 당대회에서 사라졌다. 대신 “대만독립 분열세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힘 있게 수호해나가겠다.” “국가분열의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외에 18차 당대회시
역대 당대회 중 양안관계 관련 최초로 언급되었던 ‘9･2공동인식(9･2共識)’이 19차
에서도 양안관계 해결의 주요원칙으로 등장했다. “‘9･2공동인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만 하면 양안 쌍방은 대화
7) 우신보 복단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굴기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며 상호 영토분쟁
도 있는 국가로 일본과 인도를 꼽았다. 중국의 굴기를 대체로 받아들이되 일부 갈등이 있는
나라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파키스
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예로부터 중국과 우호관계이며 양국 간 분쟁이슈도 없는 국가들
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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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상을 통해 양안 동포들이 관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대만의 그
어느 정당이나 단체든 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대륙과 왕래할 수 있습니다”는 것이다
(習近平, 2017). 취임 후 ‘9･2공동인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차이잉원
정권이 향후 그것에 대한 수용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향후 강화될 전망이다(劉永祥, 2017).
양자 간 ‘9･2공동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지가 중요하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기에 문제 발생시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표출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 최대화를 위해 대만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즉 상황에 따라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
이 미국의 경제이익을 보전해준다면 대만을 일시적으로 버릴 가능성도 있다. 공산
당 19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백년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이 공식화된 이상, 기한
내에 통일을 성취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행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 북핵문제
이번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북핵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핵 및 한반도 이슈는 중미 간 현안으로서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주변외교와도 긴밀히 연관된다. 시진핑 2기 정부는 한반도 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
으로 임할 전망이다. 북핵문제가 중국의 대외정책 전체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 2기 정부가 보다 많은 주위를 기울인다는 것이 반드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핵문제 관련 중국은 과거보다 더욱 큰 부담에
처해있다. 시진핑 집권기 뚜렷하게 나타난 북중관계의 악화 및 김정은 정권의 빈번
한 도발은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부담이라는 목소리
에 힘을 실어주었다.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겨눈 것이라는
인식도 점점 보편화되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중국이 북한에게 더 큰 압박
을 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비판도 높아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신뢰가 여전히 요원하고,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등 대중 인식이 결코 전임시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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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지 않았음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중국의 대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중국의 고민이
깊다.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신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외에 북한이라는 4개 핵보유국으로 둘러싸인다는 불안감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신속한 핵무장도 시간문제라고 여겨왔다. 더욱이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지게 된다면
통일과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정용녠, 2017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보유
를 공식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핵의 폐기보다는 북핵을 묵인하면서 점차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류가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왕지스 인터
뷰, 2017.6.7 ; 우신보 인터뷰, 2017.7.19.). 그것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인해 초래될 한반도의 혼란이나 중국 자신의 안보이익의 심각한 손상 보다는 낫다
고 여기는 것이다. 시진핑 2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주력하면서, 유사시
자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핵심이익 그리고 자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적극 개입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
하는 것도 중국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빈번한
핵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상황을 맞이하여 북한을
기습 타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진찬룽 인터뷰,
2017).

시진핑 1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대북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기업에 대한 계좌개설 중지에 이어 북한 노동자의 비자갱신도 중단
시킴으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과 독자기업들에게 결의안 통과 120일 이내에 회사
폐쇄를 명령하는 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강경제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에
불과하다. ‘비핵화 및 대북 압박’이라는 미중 간 공동목표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중국은 향후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제재강도를 조절할 것이
다. 미중 간에는 여전히 사드 및 통일 후 한반도 정권을 둘러싼 견해차가 크며
전략적 불신도 강하다(왕지스 인터뷰, 2017.6.7).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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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공급을 중단하거나 북한정권에 치명타를 가할만한
제재를 감행할 가능성은 적다. 특히 북한의 유화적 태도나 평화공세가 나타난다면
중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옹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당대회 기간을 포함하여 약 70여일 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중국은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하는 유화적 제스쳐를 썼다.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도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 시진핑 2기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미국과의 군사
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라는데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한중공조를 추진할 것이
다. 즉 대외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쌍중단, 쌍궤병행 구상
을 한국과 미국에게 계속 요구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점차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면서 북한정권의 붕괴 등 갑작스런 비상사태 대비책 구상
에 주력할 것이다.

Ⅳ. 결론: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의 지속과 발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신시대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자는 시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번째 100년 목표의 실현은 문제없으니, 이제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힘차게 전하려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건설을 강력히 제창하는 강대국의 면모도 선보
였다.
그러나 중국이 처한 오늘날 현실은 결코 녹녹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
장시기를 맞아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는 위기감, 지정학
시대의 도래와 스트롱 맨의 출현, 과거 5년 동안 중국의 주변환경은 오히려 악화되
었다는 부정적 판단과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교훈 등을 기반으로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진핑 1기 정부가 추진한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를 재평가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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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는 시진핑을 포함한 제5세대 지도부가 재임기간 중 중국의 종합국
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역대국에서 글로벌 대국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다.
‘중국 특색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독특한 습성이다.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바꾸고, 서구의 민주주의를 현재 자신
의 중국식 민주주의로 바꿔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외부의 것을 수용하되
자신의 틀로 전환 및 확대시켜 나가며 이익을 취하는 중국 고유한 전략적 행태이다.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1기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돼왔다.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립, 대규모 국제회의의
홈그라운드 외교,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자유무역 수호자 자처, 지속적인 개방의 폭 확대, 인민폐 국제화 추진, 아시아
신안보관 제시, 군 개혁 및 강군(強軍) 건설, 다양한 중국식 담론 및 가치관 제시
등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노력의 결과 전 세계 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나 실력은 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의 강점이 있는 경제 분야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후자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를 통해 중국은 이제 국제체제에 단순히 편입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 참여해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문화전통 및 가치관을 반영한 담론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은 과거 서구 강대국들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호 반목하며, 기존 패권국과 신흥 부상국이 종종 전쟁으
로 치달았던 역사와 차별되는 외교를 한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발전이 필요
한 개도국들에게 자신의 모델을 강요하진 않지만 참고할만한 좋은 경험을 전파하겠
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강대국화는 기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사회에 일정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미국 등 서구의 의구심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중화질서를 경험한 주변국들의 경계심 또한 높아지
는 추세다.
따라서 시진핑 2기 정부는 강대국과의 갈등과 마찰이 분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1기 외교의 한계를 교훈삼아 악화된 주변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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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주변외교에 계속 공들일
전망이다. 주변국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보다 덜 공세적이고 유화적인 태세를
취할 것이다.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하여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본입장은 고수
하되, 분쟁 당사국과의 1:1 관계에서 일대일로 등 경제적 수단과 지렛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주로 양자관계에 집중하는 한편,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자국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재편하
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내 기본 레짐(regime)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미국
등 역외세력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려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인문교
류, 관광, 장학사업 등 중국의 공공외교는 향후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자국
의 담론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창출 및 대외 선전이 적극 전개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미중 간 담론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진핑 2기 정부에서도 대국외교와 주변외교를 가장 중시하는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신형 대국관계와 개도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주변외교는 각각 추진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화한 이상 강대국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면서도 미국과의 마찰을 지혜롭게 우회하는 것이 시진핑 2기 정부 외교
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기질과 우선순위를 파악해 양국관계의 안정
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하지만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응할 것이며,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노출되는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기민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관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향후 주기적인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저성장 시대 각국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예를 들어, 양극화, 취업난, 포퓰리즘, 반세계화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계화와 개방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하여 미국이나
서구가 아닌 자신이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건설적 참여자이자 공헌자임
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 내 지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정리하면, 향후 5년 동안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 내 굵직굵직한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고,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한 견실한 기초를 쌓았다는 평가를 얻는데 주력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권 1기 외교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중국식 규범과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려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30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1호

대외적 리스크의 최소화에 주력하고, 외부환경을 계속 안정시키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외교가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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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of China’s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After the 19th CPC National Congress
Jeong Kyung Seo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changes and prospects of China’s foreign
policy based on Xi Jinping’s report addressed at the 19th CPC National Congress.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finding out whether Xi’s report would play
a guiding role to bring about changes of China’s foreign policy from that
conducted by the first term of Xi’s leadership, what made it possible, if any,
and what kind of rhetoric the Chinese government employed in an attempt to
reshape its foreign strategy. As for the method and evidence, the author has made
an extensive use of two resources, respectively: context analysis of the report;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a number of China’s foreign policy specialists.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second term of Xi government
will pursue two distinctive foreign policy strategies in theory and practice. In
theory, it will promote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s a principal rule of foreign policy. In practice,
it will further pursue great power diplomacy. In order to obtain these goals, China
will strive to spread foreign policy rhetoric with more emphasis on “Chinese
characteristics”.
Keywords: Second Term of Xi’s Leadership, Foreign Policy, The 19th CPC National
Congress,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