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김백주*
v 요 약 v
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에 대한 논의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
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논쟁
적이다. 이 논문은 불가해한 북중동맹의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
인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밝히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북중동맹
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동
맹의 형성 동인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 1)1975
년 위기;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
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속에
서 중국이 취한 대북 동맹정책을 분석함으로
써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중국의 관점에
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그 최초의 형성
동인과 일치하며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도 일
관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적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에서 동맹이라는 제
도적 장치를 선택했으며 그러한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도 동맹국 북한 관리를 위해 유지되
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역
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관여’ 정책
을 통해 북한의 동맹 이탈을 막아왔다. 이러
한 결론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중국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경계해
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국외교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핵심어: 북중동맹,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 형성, 동맹 관리, 비관여 정책

Ⅰ. 머리말
한반도 냉전이 갑작스럽게 해빙 무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던 와중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그 원인은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북중동맹의 유효성이나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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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제기될 중국
에 대한 기대와 경계에 관한 물음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다. 그동안 한편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서
중국의 ‘부작위’를 비판해 왔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의지 부족은 물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 자체가 현격히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무엇이 사실일까? 이러
한 상반된 평가는 기본적으로 북중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인에 대한 분석 결여에
기인한다. 이처럼 불가해한 북중동맹의 현상(Status Quo)1)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이 글은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그 최초의 형성 동인과 일치하며 중국의 대북
동맹 정책도 일관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은 특히 중국의 관점
에서는 동맹국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었다.2)
여기에서 중국의 관점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북중동맹의 유지에 있어서 북한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예컨대 미중
대립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
로 북한이 중국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반도 냉전이 종결되지 않는 한 북한 스스로 북중동맹을 파기할 능력과 인센티브
가 없거나 제한적이다.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의지와 관련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은 북중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인에
관해서 북한의 입장보다는 중국의 대북 동맹 인식과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흡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논의에 대하
여 중국이 여전히 “현상유지”적이며 “타협”을 중시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Johnston, 2003; 2013). 중국이 대외 행동의 중점을 위기의 증강이 아니라 위기의
관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중동맹을 한반도의 위기 관리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
만,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제어하며 한반도 위기의 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때로는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로 비추
1)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정반대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을 북한의 “인질”로까지 보는 주장도 있다(Snyder 2009, 132).
2) 동맹 형성의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스나이너(Snyder 1997)나 로스타인(Rothstein 1968)의 연
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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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현상유지 선호에 가깝다.
한편 이 글은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과 관련하여 미중관계 변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중국의 대북 동맹 인식과 정책이 일정 정도 미중관계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뚜렷하고 일관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탈냉전기 특히 2000년
대에 들어서 중국이 미중대립 또는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북중
동맹이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논의 또한 존재하는 만큼 이
주제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본격적
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동맹조
약)이 체결된 1961년 전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재검토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서는 북중동맹조약 체결 이후 세 차례의 한반도 위기3)
국면에서 북중동맹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중국의 대북 동맹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북중동맹의 현상
을 검토하는 동시에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과 유지 동인의 비교를 통해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밝힐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대북제재와 관여정
책의 효과에 대한 비교 평가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기될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이 글에서는 실제의 무력충돌이나 위협의 현시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한반도 위기 사례를 다룰 것이다. (1)1975년 위기(사이공 함락에서 비롯된
북한의 위협 인식 및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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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4)
북중동맹조약은 군사동맹으로서의 유효성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 중국이 맺고
있는 유일한 군사동맹조약이다. 그렇다면 이 조약은 애초 어떠한 동인에 의해서
체결되었는가?
1961년 7월,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거의 동시에 북중동맹조약과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동시성은 지금
까지 두 동맹조약의 체결 원인을 설명하는 키워드였다. 즉 북한이 한국의 5･16
군사쿠데타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중소 양국에 공작을 펼친 결과로서 설명되어 온 것이다.5) 과연 북중동맹은 특히
북소동맹조약과 비교했을 때 당시 북한이 직면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동맹 형성의 동인은 다양하다. 주로는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기인하지만,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에서는 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맹국의 대외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이 동맹 형성의 동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북중동맹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조약 체결 당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협
으로 인식했던 중국에게 북중동맹은 미국의 위협 또는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 수 있다. 물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으로서 안보 위협과 함께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구조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5･16 군사쿠데타와 함께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 미일신안보조약 등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안보 위기를 배경으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동맹 형성에서 비롯되는 비용(cost)의
크고 작음은 차치하더라도 이처럼 적대국에 대한 동맹 형성의 인센티브에만 주목하
면 “왜 1961년이었는가?”라는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없게 된다.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동인은 북중 양국 모두 적어도 1960~61년을 실제적인 안보 ‘위기’

4)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백주의 연구(金伯柱 2015)를 참조.
5) 이러한 종래의 해석을 반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명해의 연구(최명해 2009)를 들 수 있다.
최명해는 주로 ‘내적 결박(internal tethering)’ 개념을 빌려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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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절에서는 당시 진영 간의 대립보다 중소대립이라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정치 역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이 교묘하게 중소 양국의 대북 코미트먼트
(commitment) 경쟁을 부추겼다는 해석은 이 글의 의도에서 벗어난다. 그러한 주장
은 북중 및 북소 두 동맹조약이 순조롭게 동시에 체결되도록 만든 촉매제에 해당할
뿐이며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은 될 수 없다. 동맹 형성의 동인은 분명한 ‘목적’,
즉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안보위기설 재검증: 1961년은 위기였는가?
북중동맹조약이 체결된 1961년 7월,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
을까? 북한은 적어도 5･16 군사쿠데타 직전까지는 평화공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북한이 명목상 국방력 강화 방침을 내세운 것은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1962.12)에서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 쿠바 미사일 사건, 중소대립의 격화, 한일회담의 진전 등 1962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고 북한의 대중 경사가
시작된 것도 북중동맹조약이 체결되고 나서였다. 그렇다면 5･16 군사쿠데타를 전
후로 북한의 한반도 정세 인식과 대남전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북한에게 1960년 4월은 대남전략의 전환기였다. 반공과 북진통일을 내걸었던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에 의해 붕괴한 후, 한국의 정정은 민주당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장이 분출하고 있었다. 혁신정당을 중심으로 지식인과 학생이 더해지고 자주외교
의 일환으로 제안된 ‘중립화통일론’이나 외부 간섭의 배제를 주장하는 ‘남북협상론’
등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홍석률 2005).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호기로 인식
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같은 해 8월 14일에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통
일’ 방안도 그러한 한국의 정정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다. 북한은 한국의 정정 불안에
더해 중소대립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소련의 평화공존론에 공명하고 있었다. 김일성
이 제안한 연방제통일 방안은 “공산주의의 평화적 수출”(平岩俊司 2010, 49)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표출인 동시에 북한의 소련 경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외 행동은 북소동맹조약과 관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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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은 5･16 군사쿠데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북중동맹의 형성
과 북한의 위기 인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군사쿠데타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의 최초 반응은 신중했다. 처음에는 쿠데타를 미국이 관여
한 음모라고 보았지만, 당일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장면 정권에 대한 지지와
쿠데타 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부터는 쿠데타 세력의 독자적 행동이
라고 보았다. 박정희의 좌익 전력 때문이었다. 차오샤오광(喬暁光) 북한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이 쿠데타 지지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하기도 했다
(중국외교부, 106-00581-03).
이러한 북한의 최초 인식은 5월 18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밀회의를 거치
면서 급변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군사정변은 반동적이며 미국이 고의로 조장했
다”고 보고 “경계를 높이며 국방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정의 7개년 계획을
1963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중국외교부, 106-00581-06). 그러나 이러한 태
도 변화는 위기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북한은 한국의
쿠데타 세력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 남북한 비밀접촉과 ‘황태성 사건’ 등
1961년 후반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남북한은 박정희의 제안으로 1961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해의 한 섬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 이 비밀접촉의 진상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1961년 9월,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4차 당대회
에 참석한 덩샤오핑에게 “박정희가 사람을 파견해서 나(김일성)를 만나고 싶다”고
한 사실을 전했다(중국외교부, 106-00578-04). 8월에 한국의 군 정보요원을 통해서
‘평화통일’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가 북한 측에 전달되었고,
북한 지도부는 박정희의 좌익 전력이나 민족주의적 태도(반미)에 어느 정도 기대감
을 갖고 교섭 제안에 동의했다(Ткаченко 2000, 46~49). 그 후 남북한의 비밀접촉
은 이듬해 8월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비밀접촉은
애초 쿠데타 세력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시간벌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쿠데타 세력의 의도와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북한은 비밀접촉과 별도로 대남공작에 착수했다. 이른바 황태성 사건
이 그것이다.
박정희 형의 친구이며 북한에서 무역상 대리를 역임한 황태성은 1961년 8월에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37

밀사로서 박정희 접촉과 통일방안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체포되었고 결국 1963년 12월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가 김일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밀사
였다는 점이 중요하다(文明子 2001; 민족21 2001; 유영구 1993). 쿠데타 이후,
특히 북중 및 북소 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북한은 쿠데타 세력의 방향성에
관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들 사건은 그해 11월에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북한 지도부가 박정희
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5･16 군사쿠데타
의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갖기는 했지만, 당시의 안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북한에게 1961년은 1960년과 마찬가지로 위기보다는 기회에 가까웠다.
5･16 쿠데타부터 두 동맹조약의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북중동맹조약은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다.

2.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 중소대립과 중국의 대외전략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은 북소동맹조약의 체결 과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전술한 ‘동시성’에 더해서 중국과 소련 모두 냉전의 제약과 함께 중소대립이라
는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1961년의 안보 상황은 냉전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갑자기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당시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안정을 중시했던 중국의 전략적 선택과 그 배경
으로서 작용한 중소대립이다.
먼저 북소동맹조약은 북한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체결되었다. 1959년 1월 말,
제21차 소련공산당대회를 계기로 방소한 김일성은 한국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소련 측에 동맹 체결을 제안했고 흐루쇼프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下斗米伸夫 2006, 277; 박종효 2010, 143). 같은 해 9월, 북경에서
열린 중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서 흐루쇼프와 김일성은 흐루쇼프의 10월 방북에
맞추어 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중국외교부, 204-00765-03). 그러나
북소동맹조약은 체결까지 그로부터 2년이 걸렸다. 소련이 수차례 흐루쇼프의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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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소련의 관심이
미소 군축회담을 비롯해 유럽과의 평화공존론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련이 북소
동맹조약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1961년 3월,
흐루쇼프는 방소한 김광협 부수상에게 자신의 방북 취소가 미소관계와 관계가 없다
고 하면서도 “미국과 합의하게 되면 이러한 (동맹) 조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下斗米伸夫 2006, 292~293). 어쨌든 소련은 북소동맹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후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고 두 주가 지난
5월 30일, 코시긴 부수상이 소련 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코시긴
의 방북 목적은 마지막으로 동맹조약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조약 체결
전반에 관해서 북한 측과 논의하는 것이었다(Szalontai 2006, 176; 沈志華 2016,
76).
그렇다면 북소동맹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소련이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광협 부수상의 3월 방소 이후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즉 4월의 쿠바
침공 사건과 5･16 군사쿠데타를 근거로 북한이 위기를 과장한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미소관계뿐만 아니라 중소대립을 고려해야만 했던 소련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코시긴 방북의
목적과 성격에 관해서 북한이 중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중
국외교부, 106-00580-01). 어쨌든 북소동맹조약은 북한이 안전보장상의 이유에서
오랫동안 소련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체결된 것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북소동맹
의 형성 동인은 분명히 소련의 군사 코미트먼트의 제도화라는 필요성이었다.
이에 반해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과정에서는 북소동맹조약과는 사뭇 다른 정치
역학이 작용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1960년대에 들어서 당시 불안정한 주변국가와
의 관계를 비롯해 대외관계에 놓인 장애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 토론을 반복했고
적극적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牛大勇･沈志華 2004, 566). 그러한
결정에는 중인국경분쟁이나 중소대립 등 주로 1959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후 중국 지도부는 국경획정, 우호조약 체결 등 주변국가
와의 관계 안정화에 착수했다. 1960년에 중국은 버마(1월 28일)에 이어 몽골과도
우호조약 체결을 추진했다. 마오쩌둥은 3월 21일에 중몽우호협력조약 초안을 소련
과 북한, 베트남에 보내면서 “북한과 베트남이 군사원조를 포함한 동맹조약을 원한
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며 당 중앙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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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14-00069-01(1)).
그 후 중몽우호조약 서명 직전인 5월 30일, 뤄구이보(羅貴波) 외교부 부부장은
주중 소련대사에게 초안을 건네며 조약 체결 사실을 전했고, 북한과 북베트남에게
도 초안과 함께 그 취지를 알렸다(중국외교부, 106-00543-10(1)). 그와 동시에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 북베트남이 주도적으로 동맹조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 그에 관해
서 긍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중국외교부, 106-01359-03). 당시 북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1959년에 잠정 합의한 이래 북소동맹조약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으로서
는 소련에 앞서 중국과 먼저 동맹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경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2년에 체결된 북중국경조약도 중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Fravel
2005, 71~72).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경획정 교섭에
적극적이며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부는 북중동맹조약에
대해서도 주변국가와의 관계 안정화라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1960년 초부터
그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주도적인 제안이라는 전제조건은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동맹조약을 위한 북중 교섭은 김일성이
북소동맹조약 체결을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직전에서야 겨우 시작되었다.
그마저도 중국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1961년 6월 26일, 차오 북한주재 대사는 이임 인사 기회를 빌려 개인 명의로
박성철 외상에게 북중 간 ‘우호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중국외교부, 20400765-03). 중국은 이미 1961년 내에 북한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북소동맹조약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서둘러 제안한 것이다. 6월
28일, 김일성은 차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소동맹조약 체결 사실을 전하면서
“중국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들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시기는 빠르
면 빠를수록 좋다. 소련과 조약을 맺게 된 이상, 함께 싸운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북중동맹조약 체결 시기
에 관해서 북소조약 체결 직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29일, 중국은 김일성의
방소 직후인 7월 10일에 “중조우호호조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며 북한에게 북소
동맹조약 초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 초안에 기반해서 조약안을 준비했다(중
국외교부, 106-01359-05).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북소동맹조약에 관해서 중국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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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북중동맹조약 체결 사실을 북소동맹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련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중소의 경쟁을
부추겼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소련과의 동맹조약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신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북한의 입장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북중동맹조약의 체결을 추진했다.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조약의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 중 북중동맹조약이
적의 공격에 대한 공동 방어의 ‘의무’6)를 강조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중국은
동맹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한에게 소련 이상의 군사 코미트먼트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소련경사를 막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북중동맹조약의 필요성을 중소
대립의 맥락에서 인식했고 동맹조약을 북한보다 더 필요로 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북중동맹조약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체결되었다. 중국으로서는 중소대립의 와중에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지지
를 확보하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북한도
중소대립을 의식하고 있었고 중소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중국에게 동맹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북소동맹조약의 체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국의 시그널을 회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북한이 동맹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이익은 핵억지 능력의
제도화였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난 이상, 북한으로서
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인 소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핵억지력이 결여된 북중동맹은 북소동맹보다 못한 것이었다. 요컨대 북소
동맹의 형성 동인은 북한의 안전보장상의 필요성이었지만, 북중동맹조약은 주변국
가와의 관계 안정화라는 중국의 대외전략의 일환으로서 적의 위협보다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정치역학, 즉 중소대립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다. 그것은 동맹 형성을
통해 북한의 대외 행동을 제어하는 것과 다름없다.
애초 북중동맹은 냉전과 중소대립이라는 이중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형성된 만큼
냉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냉전 종결과 중소대립의 해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중
동맹은 이미 사라진 북소동맹과는 달리 여전히 하나의 제도로서 유지되고 있다.

6) 북한 측 원문에는 “의무”, 중국 측 원문에는 “보증(保證)”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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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북중동맹이 유지되는
동인을 찾아낼 것이다.

Ⅲ.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
북중동맹의 형성 이래 북중동맹관계는 미중화해나 냉전 종결과 같은 동아시아
국제정치구조의 변화 속에서 수차례 변용해 왔다. 다만 그러한 변용은 동맹 성격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동맹의 강도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이라는 수준에서는 중국의 대북 또는 대한반도 관여의 정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사례1: 1975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비관여’ 정책
1975년 봄부터 불거진 한반도 위기는 결과적으로 위기‘설’에 그쳤지만 이 시기의
위기는 단순히 같은 해 4월에 일어난 ‘사이공 함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1970년
대 초, 미중화해로 대표되는 아시아 냉전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한국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 등의 제도
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데 반해 북한은 그러한
한국의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전략
의 일환으로 북한은 정전협정의 북미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유엔군사령부 해체(주
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주장은 실제로 당시 유엔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며 첨예한 진영 간 대립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
제로 전화되는 와중에 사이공 함락이 북한의 현상변경(무력통일) 의도에 대한 의구
심을 증폭시킨 것이다. 특히 4월 말의 김일성 방중(4.17~25)은 한반도 위기를 상징
하는 사건이 되었다.
김일성 방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시 김일성이 남침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
가 하는 점인데 현재 공개된 사료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7) 당시
7) 션즈화(沈志華)는 최근 저서에서 마오쩌둥-김일성 회담(4.18)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마오쩌
둥이 정치문제(한반도 문제) 논의를 회피하려고 했던 정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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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자료를 입수한 연구자에 따르면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남침계획에 대한 승인
을 요청했다고 한다(Kim and Lee 2018, 40). 다만 설령 그렇더라도 김일성의 방중
의도가 구체적인 남침계획 승인에 있었는지 또는 북중동맹의 재확인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방중 직후 불가리아를 방문한
김일성은 불가리아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
하며 북한은 외교를 통한 통일에 전념하고 있고 그 성공은 주한미군의 철수, 박정희
정권의 국제적 고립, 한국 내의 폭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Schaefer
2010, 27). 어쨌든 방중 당시 김일성이 행한 위협적인 연설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겼다. “적들이 무모한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하여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박태호 1987, 96)이라고 말한 것이다. 특별히 도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사이공 함락과 때를 같이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
는 북한의 남침 의도로 읽혀졌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반응은 미국의
대한 군사 코미트먼트의 강화였다. 포드 대통령과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실상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한국일보 1975.6.21.; 동아일보
1975.6.26).
중국은 김일성의 한반도 현상변경 의지에 대해서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거부 의사
를 전달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화를 회피했
고 덩샤오핑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평화적인 방법에 중점
을 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김일성의 방중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관여’8)를 통해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터 야기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독자적
인 군사행동을 억제하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비관여 정책이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비관여 정책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도 드러났다.
김일성이 분명히 군사적 행동을 취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읽혀지지 않는다(沈志華
2016, 244~248).
8) 이 글에서 말하는 ‘비관여’란 말 그대로 한반도 문제와 거리를 두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여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방관’이
나 ‘중립’, ‘중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형태이든 ‘교섭’의 실제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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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양측의 상반된 결의안이
동시에 제출되었다. 한국 측 결의안은 조건부 유엔군사령부 해체(사실상의 정전협
정 유지)와 직접 당사국 간 회의(남북한 및 미중의 4자회담)을, 북한 측 결의안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 및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국 간 평화협정(사실상
의 북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의안과는 별개로 미국은 유엔총회
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다국 간 회의(4자
회담 및 일소를 포함한 확대회담)를 제안했다. 양측의 대결은 상반된 두 결의안
모두 채택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에게는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막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였을 것이다.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보여준 역할이
그러했다. 당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당사자 문제’로
수렴되어 전개되었다. 한반도 냉전의 주된 대립축이 누구인지, 즉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였다.
1974년 3월, 북한은 종래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폐기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방침 전환에는 북중동맹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미중화해로 돌아선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상,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1972년 이후 중국은 단순히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그쳤다. 문화대혁명의 마지막 광기라고 할 만한 ‘비림비공(比林比孔)’, ‘수호
전(水滸傳) 비판’ 등 국내문제로 인해 중국 외교가 유연성을 잃은 가운데9) 중국은
대외문제에 대해 ‘무리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에 관여할 의사도 여유
도 없었다. 당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대유엔 정책은 ‘비관여’에 의한 한반도
현상유지였다. 일례로 차오관화(喬冠華) 외교부장은 9월 28에 있었던 키신저와의
회담에서 키신저가 제기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
며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언젠가는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으로

9) 당시 중국 국내문제로 인한 외교의 경직성에 관해서는 가오원첸의 연구(高文謙 200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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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했다.10)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
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며 소련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차오관화는 유엔총회 연설(9월 26일)에서 키신저가 제안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다국 간 협의에 대해서 북한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 따라서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성에 관해서는 당사국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며
‘실제 당사자’에 의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지지하는 데 그쳤다. 물론 문맥상 차오관화
가 말한 실제 당사자가 북미라는 해석은 타당하다. 북한 측 결의안에도 실제 당사국
명이 명시되지 않았고 유엔총회 표결을 의식해서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했다
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전협정의 당사국으
로서 중국이 스스로 당사자성을 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1958년의 중국인민지
원군 철수로 인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과 지렛대를 잃은
중국에게(Kim and Lee 2018, 39) 정전협정은 동맹조약과 함께 중국이 한반도 문제
나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격화된 중소대립 속에서 소련에게는 없는
대북 지렛대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1975년 한반도 위기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관여 정책은 중국
에게는 절묘하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현상변경 의지를
억제한 것이다. 또한 소련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아시아집단안보’ 구상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상실한 반면, 중국은 북한
의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대미 설득을 포기하는 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의
변경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은 정전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성과 함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중국의 대한반도 비관여 정책은 아시아 냉전의 구조
변화에 대한 중국의 순응적 대응이었다. 분명 미중화해는 북중동맹에 있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지만 중국에게는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를 막고 정전협정이
유지된다는 결과가 중요했다. 이는 과정으로서도 결과로서도 모두 중국이 한반도의
10)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ember 28, 1975,” Subject: The Soviet Union; CSCE;
Europe; Japan; Angola; Indochina; the President’s China Trip; the Global Strategic
Situation; Korea, Collection: China and the U.S., CH00363, D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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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중국에게 북중동맹을 유지하는 동인은
그 형성 동인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정전협정의 유지를 통해 북한
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관여 정책은 미중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보다 확고한 대한반도 정책으로
서 정착되었다. 1979년 1월 말, 덩샤오핑은 카터와의 회담에서 카터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했으며11) 이에 대해서 카터는 중국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남북대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12) 사실
상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관여’ 방침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4자회담을
선호했던 미국은 중국의 비관여 정책을 수용하고 3자회담(남북한 및 미국)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사례2: 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와 ‘비관여’의 강화
냉전 종결은 한반도 냉전에 있어서 기회이자 위기였다. 한반도 데탕트의 최소한
의 전제 조건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은 처음에 북한의 저항이 다소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 속에서 위기로 변모했다. 그 배경에는 북한붕괴론이 있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냐 현상변경이냐를 둘러싼 대립과 다름없었다. 여기에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비관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도리어 ‘방관’에 가까웠다.
1990년 9월에 한소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중국은 한중국교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것은 남북한 스스로 ‘두 개의
코리아’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근거
가 되었다. 1991년 11월 21일,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회의(APEC)를 위해 방한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관계, 북일관
계,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한중관계정상화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
이 한중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이상옥 2002, 144). 만일 한중
11) 덩샤오핑은 미중(일)이 남북한 간의 평화협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정문제인 한
반도 문제에는 간섭(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2004, 476~477).
12) Document 204.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ice Premier Deng Xiaoping, Washington,
January 29, 1979,” FRUS, 1977~1980, Volume XIII, China, pp. 75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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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한미 측에 적극적으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재촉했
다면 한반도 냉전은 다른 전개 양상을 보였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은 그러한 역할을
방기했다.
한중국교정상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4월 13일, 첸치천은 유엔 아시아태평
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상옥 외교부장관에게 국교정상
화 교섭 의사를 전달했다(이상옥 2004, 167~170).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비밀
교섭(예비회담 3회, 본회담 1회)은 결렬의 위기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
이 교섭의 최대 난제로 여겨졌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정한
데다가 최중요 과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뿐이었기 때문
이다(권병현 2007). 한중 양측에게 부담이 되었던 북한과 대만 설득 문제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7월 15일, 첸치천이 한중국교정상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서 방북했을 때 김일성은 중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반발도 없이 이해의 뜻을
표했다고 하지만(錢其琛 2008, 159), 북한으로서는 한중국교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중국교정상화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대만 외교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거나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되
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1992년이라는 시점이 갖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두 개의 코리
아’를 받아들인 1992년 전반은 한중국교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였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두 개의 코리아’의 국제적 승인이 이루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는 해도 사실상 남북한 간의 상호승인을 의미했다. 또한
한소국교정상화로 인해 소련이 먼저 ‘배신자’가 되어 주었고 동시에 중소대립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북한의 소련경사를 경계할 필요도 없어졌다. 만일
중국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한중국교정상화는 장기간 늦추어졌을 것이다. 1992년
후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중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보다 노골적으로 ‘비관여’로 기울어
졌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국은 북미 간 직접 교섭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13)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825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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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였다.14)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개역을 맡는 대신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와 일선을 그으며 관여를
회피했다. 당시 김일성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月刊朝
鮮資料 1992.6, 9~15). 노태우 대통령은 제43차 유엔총회 연설(1988.10)을 통해
남북한과 미중일소가 참가하는 ‘6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전제로 ‘6자회담’에 언급한 적이 있다(Baker, Ⅲ 1991/92, 11~13). 이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가 정식으로 제안했다면
받아들였을 것이다.15)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다국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미중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관여 정책을 넘어
‘방관’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NPT 탈퇴를 천명한 이후, 특히 미국
의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회자되던 1994년 봄에도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반복해서 주장할 뿐 북미 사이에서 중개역을 시도하거나 한반
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
북중동맹의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김일성 사후에 드러났다. 김일성 사망
자체는 북한의 체제 위기이자 북중동맹의 위기였다.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김일성 사망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로 조의를 표하며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에 대한 바람과 함께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楊昭全･
孫艶姝 2013, 650). 덩샤오핑은 김일성 사망 다음날 정치국 위원 왕루이린(王瑞林)
을 대북특사로 파견하고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지지와 함께 6개항의 요망사항
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대북 경제원조 확대, 당 및 정부 간 우호관계
발전, 동맹조약 유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신상진 2013, 76).

13) 예를 들면, 1994년 5월의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S/PRST/1994/28)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
고, 1993년 5월의 안보리 결의안(S/RES/825(1993))은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기권하면서
채택될 수 있었다. Voting Record, UNBISnet.
14) UN Security Counsil Meetings Records (11 May 1993), UNBISnet.
15) 1991년 11월 19일, 조지워싱턴 대학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성명 불명)은 워싱턴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증하는 것이라
면 그러한 회담(6자회담)에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月刊朝鮮資料
1992.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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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철수 과정은 북중동맹의 유지와 관련
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1991년 3월에 군정위 유엔 측 수석대표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교체되자 북한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군정위 본회담에 불참하다가
1994년 4월 28일에 군정위 대표를 철수시켰고 5월 24일에는 일방적으로 ‘조선인민
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사실상 군정위의 중단, 나아가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8월 30일에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을 특사로
하는 방중단을 파견하여 중국 측 군정위 대표의 철수를 요구했다. 송호경은 탕쟈쉬
엔(唐家璇)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회담에서 앞서 북한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며
그러한 조치가 “선의의 행동”이며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楊昭全･孫艶姝 2013, 652). 여기에서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평화체
제는 ‘북미평화협정’을 의미하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성을 북미 양국으로 제한하려
는 시도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지못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 측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이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북미협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
다. 당시 북한의 고립을 방관했던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
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정전체제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첸치천 외교부장은 송호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는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관계국은 정전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楊昭全･孫艶姝 2013, 653).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북중동맹을 유지하는 동인이 여전히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 방법 또한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정전체제의 유지를 통한 한반도 현상유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에 정착된 ‘비관여’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 사례3: 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와 6자회담
1954년에 개최된 제네바회담 이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특히 일러가 참가하는
다국 간 협의 구상은 관계국에 의해서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6자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성에 대한
인식 불일치에 있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참가를 인정하기 시작
했지만 여전히 최종적 해결은 북미협상에 달려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중국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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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자회담 전까지는 남북협상을 선호했다. 한국과 미국의 선호 또한 늘 일치하지
는 않았다. 한국은 미국이 북미협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남북협상을
선호했으며 미국은 특히 중국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4자회담 등 다국 간 협의를
선호했다. 이처럼 직접 당사국으로 인식되었던 남북한 및 미중의 이해가 착종한
결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다국 간 협의 구상은 오랫동안 공전했다. 1954년의
제네바회의 이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다국 간 협의는 북한이 HEU 개발을
인정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제2차 한반도 핵위기에서 비롯되었다.
6자회담의 개최 자체는 당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을 잘 보여준다. 제2차 한반도
핵위기는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에
서 분명히 위기였다. 2003년 3월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
격 발언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다국
간 협의를 위한 물밑 협상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다국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참가 여부였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월 24일에 중국에 들러 중국이 남북미중과 일본이
참가하는 5자회담의 주최국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즉답을 피했지만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3월 초 북한을 방문한 첸치천 전 국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다국 간 협의를 제안했다. 북한이 5자회담을 거부하자 첸치천은 그
자리에서 북미중 3자회담 카드를 꺼냈다(Pritchard 2007, 62). 그 후 북한은 여전히
북미 직접 교섭을 주장했지만 중국의 설득으로 4월 23일에 북경에서 북미중 3자회
담이 개최되었다. 결국 중국이 중개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북한은 북미 뉴욕 접촉
(7.31)을 통해 즉시 6자회담을 개최하고 그 틀 속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로동신문, 2003.8.2/5). 이처럼 6자회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여를 수용하면서 개최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참가를 북미협상의 전제조건
으로 내세웠으며 북미협상을 원했던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참가, 즉 중개자로의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미협상에 의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비관여 정책으로 일관했던 중국은 왜 6자회담의 주최국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에 대해서 이라크 전쟁의 개전과 부시 대통령이 직접 장쩌민 주석을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라이스 2012, 342). 필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분명해진 이상,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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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의 관계 안정화, 국경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안보 관념
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이 6자회담을 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이 종래의 대한반도 비관여
정책을 바꾸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중국이 ‘중개’ 이상의 역할, 즉 북미 양측에
설득이나 중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는지, 또한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었는
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실패했고 그 점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한계와 함께 중국의 ‘무관심(비관여)’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이 6자회담을 북중동맹조약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6자회담과 같은
다국 간 협의체는 유지 비용과 실패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기존의 ‘비관여’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중국에게 6자회담은
북중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관여 정책의 수단이다.

Ⅳ.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북중동맹의 현상을 보기에 앞서 ‘혈맹’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우의(鲜血凝成的友谊)”로 설명해 왔지만,
이것은 ‘동맹’ 개념과는 무관하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를 의미하며 제3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의례적인 수사이다. 지금
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중관계를 ‘혈맹’은 물론 ‘동맹’으로도 설명한 적이 없다.
한국의 언론이나 정부 발표 등에 등장하는 북중 ‘혈맹’은 불가피하게 북중동맹이
강력한 군사동맹으로서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혈맹이라는
용어는 북중동맹을 지나치게 ‘불변적’인 동맹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며,
동맹의 신뢰도에 있어서 강력한 동맹관계(solid/strong alliance)를 의미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그렇다면 북중동맹의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북중동맹은 기본적
으로 중국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이 북중동맹의 유지에 끼치
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북한이 중국의 대외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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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국 간 관계, 특히 중소(러)관계의 변화에 기인한다.
냉전기에 북한은 중소대립을 이용해 중국의 동맹 이탈을 막을 수 있었지만 탈냉전
기에 들어와 중소대립이 사라지면서 강력한 대중 지렛대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수 있는 조건이 생성되지 않는 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대북 지렛대에만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미중관계 변수는
북중동맹에 대한 중국의 선택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 북한의 대중 지렛대
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중동맹의 유지 자체는 대북 제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북중동맹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의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고자 한다
(環球時報, 2017.4.18). 이 사설은 먼저 “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의 전복”이나 “무력
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치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동맹 의무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동맹 의무의 방기에 해당
하는 선택지도 제시한다. “북한에 대한 국지적인 군사공격”, “북한의 경제활동에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수단”, 이를테면 “석유공급의 중지”나 “금융 봉쇄”
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 사설은
한반도 위기설이 한창이던 2017년 4월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의 관점에서 북중동맹
을 유지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준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확정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의하
면서도 전면적인 석유금수 조치에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북중동맹의 유지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이 더해졌을
뿐 여전히 비관여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이 북중동맹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처한 두 가지 딜레마 때문이다. 첫째,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서 비롯하
는 딜레마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모험주의적 행동이 초래할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초래할 위협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이 두 가지
위협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의 위협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정책 선택
과 관련되어 있다. 즉 북한의 붕괴는 중국이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상 중국의 묵인하
에서 가능한데 그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이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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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다국 간 협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역할은 협상을 관리하
고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자체가
모호한 데에서 비롯된다. 중국 내에는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는 ‘자산론’과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부담론’이 공존한다(조
영남 2009, 20~21). 이에 대해 중국은 지금도 분명한 정책적 선택을 유보하고 있으
며 비관여 정책은 그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는 중국의 능력과 관련된 딜레마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2375호를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은 처음부터 완전한 석유금수와 금융봉쇄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제안은 분명히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면 경제 제재로서는 최고이
자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정책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북 제재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붕괴로 직결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제재
에 동의했을 경우 그것이 과연 단시간 내에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이
다. 1990년대에 북한은 이미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중국은 그것이
반드시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물론 1990
년대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최대한의 제재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북미 간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일종의 책임 회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처럼 북중동맹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기본적으로 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북중동맹의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해법으로서 제시한 ‘쌍중단’(雙暫停, 한미군
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및 ‘쌍궤병행’(雙軌竝行,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53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은 중국이 적극적인 관여보다는 소극적인 중개 역할
을 맡겠다는 의사 표현과 같다. 실제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즉 북한에 대한 강제(coercion)를 요구하던 미국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는 으레 모든 관계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에서 나타난
한반도 위기관리의 핵심은 전제조건이자 목표인 북한의 체제 유지와 안정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한반도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체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한다거나 무관심하다는 오해는 1970년대
에 정착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기인한다. 즉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중국
과 북한의 붕괴나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등 현상변경을 선호하는 여타 관계국,
특히 미국 사이의 선호 불일치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한반
도의 현상유지라는 전제와 한반도 위기관리라는 원칙 하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중국
은 당사국이 그러한 전제와 원칙에 동의한다면 북한 핵문제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점차 강력해진 대북 제재에
동의해 왔으며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했다. 동시에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
지지 않도록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최근 중국의 대북 동맹 정책은
철저하게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위협과 북한으
로부터의 위협을 모두 제어하는 것이다.
북중 간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 수나 중국 정부의 반응의 변화 등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약(악)화를 보여주는 데이터16)는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6) 최근 자료로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Databases: China-DPRK High Level Visits
Since 1953[https://beyondparallel.csis.org/china-dprk-high-level-visits-since-1953-2/(검색
일: 2018.3.3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Stephan Haggard, Xian Wu, “Is China
Changing Its Views of North Korea: Some Evidence”[https://piie.com/blogs/north-koreawitness-transformation/china-changing-its-views-north-korea-some-evidence (검색일:
2018.3.3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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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만 그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과 유지 동인은 같다.
북중동맹의 형성과 유지에는 주변국 관계 안정화라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중국의
대외 전략하에서 동맹국 북한을 제어할 필요성이 동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비관여 정책이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맹의 강도에 부침은 있었지만 중국은 비관여 정책을
통해 북중동맹을 관리,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에게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은 근본적
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교차승인,
평화협정 체결 등 현상유지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현상유지의 제도화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도
되지 않는 한, 중국을 북중동맹의 파기로 유인할 동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초의 형성 동인에 준거하여 보면 북중동맹은 변화하지 않았다.

Ⅴ. 맺음말
북중동맹의 형성 이래 중국은 대북 코미트먼트를 약화시켰지만 동맹을 파기할
정도까지 동맹 의무를 방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은
관계국들에게 중국이 여전히 강한 대북 지렛대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자
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전략적
판단과 의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등
관계국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되어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논의를 왜곡시켰다. 대화와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를 통한 강제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거기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중동맹의 현상은 그러한 해법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및 2397호는 중국의 동의하에
채택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배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의 상한과 하한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그것이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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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폐기
이행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과 더불어 여전
히 논쟁적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줄곧 강조해 온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온 후 ‘차이나
패싱’이 회자되고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비관여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냉전의 당사자성을 약화시킨 셈이다. 당사자성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대립을 피하고 북중동맹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한반도 냉전의 해체
과정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남북한 및 미중)와 북한문제의 당사자(북미)를 구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ICBM 개발은 북한문제에 해당하며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전협정
의 당사자성을 부정한 적도 없다. 중국에게 정전협정은 북중동맹조약과 함께 북한
의 대외 행동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앞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즉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 및 그에 따른 안전보장을 둘러싼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지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당사자성을 강조할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개최된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은 이러한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실제로 중국
정부는 4월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성현 2018, 26). 그것이 중국의 대한반도 비관여 정책의
핵심이며 북중동맹을 유지해온 동인이기 때문이다.
북중동맹은 변화하지 않았다. 중국의 관점에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형성
동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외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고 그 정책 또한 여전히
‘비관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확인된 이상, 그동안의 관여와 제재의 효과 논쟁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셈이다. 두 해법 모두 미국과 중국의 거부로 최고 수준에서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 폐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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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북한의 핵폐기 이행은 물론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북중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해온 동인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로서 제도로서의 평화협정의 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함께 한반도 냉전의 대립축인 북한과 미국의 행동을 조정하고 제어하
는 역할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을 제도적 틀에 묶어 두는 대중 제어의 의미도 함축
하고 있다.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이상, 이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게임
의 룰을 재조정해야 한다.

투고일: 2018.5.16.
심사완료일: 2018.6.25.
게재일: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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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hanged?
Focusing on the Causes Behind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Alliance
Baekju Kim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has changed
throughout its long history. Many scholars view the role of China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s inherently
controversial. Its contentious nature arises from the fact that it is inextricably
linked with how one appraises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pproaching this issue,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cause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China-North Korea alliance by examining the 1961 alliance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it will go on to explore three historical
cases relevant to the crises in the Korean peninsula: 1) the crisis in 1975; 2)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1990s; and 3)
the second nuclear crisis during the early 2000s. By analyzing these case studies,
this article will identify the causes that led to the maintenance of China-North
Korea alliance.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from a Chinese perspective, the motivation
behind the formation of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corresponds to that behind
its maintenance. In other words, China has prepared an institutional device to
control North Korea’s foreign policy behavior, and it still serves as an incentive
in the management of its neighboring ally. This study also shows that China
has employed a non-engagement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id-1970s, paradoxical as it may seem, to prevent North Korea from leaving
the alliance. This analysis outlined above sheds light on South Korean diplomacy
by provid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ina’s behavio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China-North Korea Alliance, China’s North Korea Policy, Alliance Formation,
Alliance Management, Non-engagement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