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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책
임론’과 ‘중국역할론’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최고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정책적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새로운 강대

북핵 문제에 있어 트럼프의 ‘중국책임론’ 시각은

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

놀랍게도 일관적이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동안 각

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충돌은 이미 공개적으로

종 공약 발언을 무수히 번복했지만 북한관련 발언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 압

에 있어서는 매우 일관적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박이 고조되면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지정학적

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중국에 압력을 넣어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최근 ‘중국역할론’에 기대어

(put pressure on China) 북한 문제를 풀게 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정책적 좌절을 경험한

한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책임론’에 그대

지명된 인사들도 트럼프의 ‘중국책임론’ 시각을 반

로 편승하기 보다는 한미 동맹을 통한 북핵 억제

영하고 있음은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유엔주재

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사드 문제를 관리해 나가면
서, 무엇보다 한국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배가하
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role)을 강조했
던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접근법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responsibility)론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트
럼프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완전히 해결할
능력(totally powerful)이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의 발언은 북한이란 ‘조그만’ 나라가 중국이란 대
국의 영향력 안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내
비친다. 미국의 카툰(cartoon)은 종종 북한을 망나
니 아들로, 그리고 중국을 이런 아들을 통제하지
않는 아버지로 묘사한다. 즉, 북한 문제의 근본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며, 중국을 통제하면 북한이
통제된다는 시각을 투사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시
각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실체와 상관없이 그가

미국 대사로 내정된 니키 헤일리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 제재를 정말 강화하면 우리는
마술을 만들어 낼 수(make magic) 있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더욱 압력
을 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즈음에 미국측이 내보낸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임박을 언급하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즉
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That won’t happen)
라고 응수한 것은 중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중국
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강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미국의 ‘핵심이익’
(核心利益)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국이 용납하지 않
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전략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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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중국 압박’은 얼핏

북중이 서로 전략적 공조를 할 필요가 더 높아질

보기에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

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하는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다. 심지어 미국을 핵

가 더 어려워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의문이

으로 위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과 관계

제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TPP 폐기 결정도 마

가 격화되는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지정학적 유용

찬가지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오

성이 있다. 근래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의 일본/한

히려 축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보

국 동맹 강화, 한일 정보협정, 남중국해, ‘아시아로

는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 하게

의 피봇’(pivot to Asia)은 모두 미중간 전략적 불

한다. 이는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을 지상

신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최대의 전략으로 삼는다는 그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될 것이다.

을 더 큰 잠재적 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이 북중관

현재 북중관계는 중국이 최신 유엔 제재에 찬성

계를 더욱 챙기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한 이후 ‘냉각기’를 거치고 있다. 허나 북중은 다섯

한국은 최근 ‘중국역할론’에 기대어 북핵 문제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중국이 유엔

를 해결해 보려하다가 정책 좌절을 경험한 바 있

제재를 찬성하면 이러한 냉각기를 거친 후 다시

다. 이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책임론’에 그대로

또 회복하려는 패턴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 간에

편승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학습효과’가 생겼다. 오히려 북중 냉각기 임에도

아닐 수 있다. 트럼프의 중국책임론도 결국 오바마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민

때와 같이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民生)과 관련한 영역을 예외로 하거나, 최근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통한 북핵 억제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가 재개된 모습에 주목해야

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사드 문제를 관리해 나가면

할 것이다.

서, 무엇보다 한국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배가하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북중관계 시나리오

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는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 ‘대북’ 강경노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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