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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성공적(highly successful)인 만남이었다.” 미국

이 조건부 유예임을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

반면에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린 트럼프와 시진핑의 실무만찬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

(to reduce the trade imbalance)” “매우 상당한 분량

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며

(very substantial amount)”의 미국산 ▲농산물, ▲에너

미·중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시 강조했다.

지, ▲산업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미국에게 약속했다. 하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가의 관행적 표현이 다

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not yet

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관건은 협상의 내용이다.

agreed upon)”고 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봉합’

그나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는 중국

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90일 휴전’ 후 트럼프발 불확실

이 미국산 농산품을 ‘즉각적(immediately)’으로 수입한다

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간의 구

는 것이다. 아마도 아이오와州를 포함한 미 중서부의 옥

조적인 갈등 노선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수수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임시 휴전 (temporary truce)이다.” 회담 종료 후 얼

미·중 양국은 한편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

마 안 있어 CNN이 내놓은 평가다. 두 정상의 구체적인

에 대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에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

대한 미국의 오랜 불만 사항들인 ▲강제적인 기술 이전,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만찬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이 박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

수를 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고 하며 이를 “긍정

절도, ▲서비스업, ▲농산품 등이다.

적인 신호”라고 했다. 하지만 박수를 안치고 끝나는 정
상회담 만찬자리는 없다.

양측은 앞으로 90일 기간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
해 “노력하기로(endeavor)” 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만

백악관 성명1)에 따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

약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현재 10%로

국은 중국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2,000

잠정 보류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원래 예고한 25%로 올리

경고한대로 25%로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지 않고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것

백악관 성명을 이렇게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이번 미·
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타결’이라기보다는 CNN이 진단

1) White House.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Regarding the President’s
Working Dinner with China.” December 1,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
ments/statement-press-secretary-regarding-pr
esidents-working-dinner-china/?utm_source=l
ink&utm_medium=header

한대로 ‘임시 휴전’ 성격이 짙다. ‘해결’보다는 ‘봉합’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A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B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그 시간
이 ‘90일’로 정해진 것은 ‘최후통첩’으로도 읽힌다.
백악관 성명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with
respect to North Korea)’라고 언급하면서 한 문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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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애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북한 문제

그런 취지에서 되짚어보면,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에

에 있어 ‘상당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 졌다는

관한 백악관 성명에 북한 문제가 제법 ‘큰 자리’를 차지

인식에 미·중이 동의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하며 올라가 있는 것은 얼핏 우리 한반도인들에게는 좋

주석,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은 일 같지만, 미·중 협상이 순탄치 않았구나라고 유추할

위해 노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과 존경(friendship and respect)을 표했다’는 내용이
다.

미·중 협상이 양국의 발표와 달리 순탄치 않았음을 드
러내는 또 하나의 단서는 중국측 정부가 내놓은 이번 회

미국과 중국이 양자 간의 무역전쟁 타결을 목적으로

담 결과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모인 자리이고, 양국 간의 무역 문제가 이미 몇 개월 동

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된 것인데, 과연 미·중

안 미·중 관계를 매우 긴장된 상태로 몰고 온 상황인데

이 같은 회의를 한 것이 맞는지 의아한 생각마저 들게

북한 문제는 갑자기 왜 ‘생뚱맞게’ 나왔을까? 그것도 아

한다. 미국 정부가 언급한 ‘90일’ 협상 기간은 아예 언급

예 따로 한 문단을 만들어 넣으면서까지 말이다.

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강조한 대부분의

오바마 시기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중국이 아닌 미중 “쌍방이

있는데, 양국이 협상에서 타결 수준이 미미할 경우 회담

서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双方同意相互开放市

의 성과 부각 차원에서 미·중이 그나마 서로 동의하는

场)”2)고 적혀있다. 이는 백악관 성명에 없는 부분이다.

것을 애써 부각시키려 한다. 그것이 ‘북한 비핵화’다. 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회담은 정상간 담판에서

국으로서는 미·중 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핵 문제에 관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실무진에 공을 넘기는 ‘봉합’ 수준

을 보여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상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이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하기만 하다. ‘90일 휴

있다는 것이다.

전’을 선포해서 일단 주식시장은 환호했다. 하지만 앞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건은 중국의 미국산

랜초미라지의 서니랜즈에서 개최된 오바마와 시진핑의

제품의 ‘대량 구매’가 아니라 미·중 무역 관계에서 본질

정상회담이다. 당시 두 정상이 ‘넥타이를 풀고’ 허심탄회

적인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에 대한 협상을

하게 미·중 협력의 앞날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북핵 문

과연 90일 동안 타결할 수 있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결

제에 대해서 미·중이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

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로 한국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중이 충돌로 갈 때 한국외교
가 준비해야 할 숙제는 더 많아진다. 어렵고 힘이 더 들

북핵 문제는 당시 톰 도닐런(Tom Donilon)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이 사전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당국과

더라도 신중한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남는 것이
다.

사전에 ‘입’을 맞춘 부분이다. 서니랜즈 현장에서 오바마
와 시진핑이 의기투합하여 협력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즉,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
준비’한 정상회담 성과물로 여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시진핑에게 무역

2) 外交部.“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向中外媒体
介绍中美元首会晤情况。” December 2, 2018.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618
091.shtml

불균형, 특히 중국의 미국 국방부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는데, 시진핑이 이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은 공식입장만 발언 하는 등 실제 미·중 간의 문제에
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회담의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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