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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준 셈이다.

우선’이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우선’이라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라

하여 가치관 차이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는 트럼프 발언은 ‘反 유엔적’이다. 유엔이 창립된

품격 차이까지 보여주었다. 문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목적인 ‘전쟁 방지’에 바로 위배된다. 그러한 발언

행보는 사실 그 자체가 ‘소프트파워’의 발현이었다.

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 것이었다. 미국

문대통령은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그를 만나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

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에 큰 희망을 가졌던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각

그를 보기 위해 8시간을 운전하고 온 교포도 있었

방(관련 국가들)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이전

다. 한국에서처럼 미국에도 문재인 ‘팬클럽’이 생길

과 똑같은 佛經을 되뇌었다.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무려 32차례

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나 언급한 그의 연설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로켓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언급하자, 이어 마이크

맨’(rocket man)과 ‘노망난 늙은이’(dotard) 막말

를 잡은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

싸움에 가려졌다. 한반도 긴장은 더 고조되었다.

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

문대통령이 유엔에 가기 전보다 풀어야 할 숙제를

을 허락하지 않겠다” (China will never allow

더 많이 안고 돌아온 셈이 되었다. 유엔 무대에서

chaos and war on the peninsula)라고 맞섰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빛났지만 핵을 앞세운 김정

한국을 위한 배려같지만 철저히 중국의 국익에

은과 이를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대립이 조성한 한

기반한 발언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

반도 긴장은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에게 하드파

국의 ‘뒷뜰’(後院)로 보고 있다. 뒷뜰이 소란해지면

워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다.

안방도 시끄러워지는 지정학적 경험에 의거해 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즈음해서 그를

부 세력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인터뷰한 CNN은 문대통령이 “미국, 중국, 북한 3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동샤오(陳東曉) 상해

개국 사이에서 밸런싱”한다고 그가 직면한 초유의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만약 미국과 그 동맹들이

어려움을 표현했다.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뉴욕타

북한 레짐체인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하면 중

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국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개입할 것이다”라고

노력은 실패했다(failed)”고 주장했다. “외교적 해

경고하였다(EastAsiaForum, 2017.09.17). 한반도

결 방법을 우선하여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전쟁 가능성이 해외 언론에 유포되면서 평창동계

게 통하지 않을 것(will not work)”이라고 해 북한

올림픽 참가를 주저하는 국가도 생겼다. 안타까운

에 대해 무력 사용을 저울질 하고 있는 트럼프에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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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한국의 목소리가

위를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큼지막한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한반도에서

스포츠 행사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벌어지고 있는 일에 한국이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국제 행사를 주최하고 K팝, 드라마를 통해 국가 이

말이다.

미지를 높여온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 질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7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암만 선의를 갖고 있는 국가도 ‘힘’이 받쳐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주지 않으면 실제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할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패배적 인식

어서 미국에 의지하는 ‘미국 역할론’, 근년에는 ‘중

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 진단

국 역할론’에, 그리고 이번에 문대통령은 뉴욕에서

이다.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이 8월 7일 트럼프 미

‘유엔 역할론’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적극

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대화보다 ‘힘’

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문대통령의 브랜

을 강조한 점에 새삼 주목한다. 중국에는 ‘약소국

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운명에 주

은 외교가 없다’(弱國沒有外交)란 표현이 있다. 암

인이 되는 ‘한국 역할론’이 맞을 것이다. 그것이 또

만 뛰어난 외교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결국 ‘힘’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으면 외교를 펼칠

는 조건이기도 하다. 한국은 하드파워를 지향하는

공간이 없다는 뜻이다. 중국 스스로가 한국에 가하

국가가 아니다. 하드파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

고 있는 사드 보복 자체가 바로 그 증표일 것이다.

면 된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바로 얼마전까지도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박근혜

수준”이 기준이다. 이것조차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

전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불

보장권이 아니라 운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

렀었다.

의 기준이다. 한국은 소프트파워에 너무 일방적으

중국은 해외에 공자학원 설립, 24시간 국제 방

로 강하다. 한류 스타들은 귀엽고 섹시하다. 심지

송 운영 확대 등 자국의 해외 소프트파워 증강을

어 남자 가수들도 여성스럽다. 이제 ‘강한 대한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노력은 하드파워

국’을 첨가할 차례다. 조셉 나이(Joseph Nye)가 주

증강에 있다. 중국 지식인층에 ‘소프트파워 무용론’

창한 소프트파워 역시 하드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

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에 잘 안알려진 사실이다.

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상대방의 저항을

하드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프트파워는 그 한

줄이려는 모색에서 나온 측면이 있다. 즉, 하드파

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소프트파워 강

워가 메인 음식이고 소프트파워는 반찬인 격이다.

국이다. 최근 국가별 소프트파워 지수를 조사한 결

이제 한국에 하드파워 공론화가 시작될 때다.

과 한국은 이탈리아, 노르웨이보다 높은 세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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