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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평가와 전망

이태환

이 글은 한ㆍ중 협력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
미를 짚어보고 어느 정도 한중 전략적 협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어떠한 사안들에 대
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며 가능한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안보문제이 있
어서 북한핵문제 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등 도전
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심화 발전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에는 상호 신뢰의
증진이 필요하다. 교류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
으나,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지도자 교류의 정례화, 제
도화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
양한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되었으나 군사 분야
의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외에도
한미중, 한중일 삼각협력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
력해야 하며 동아시아 안보 협력 기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I. 서 론
이 글은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어느 정도 한ㆍ중 전
략적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지를 평가분석하고 한ㆍ중 전략
적 협력이 필요한 의제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금융위기
와 최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한ㆍ중 관계의 변
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전략적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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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주변 환경의 안정과 미·일을 의식한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북한을 염두에 둔 한국의 입장이 상호 협력의 필요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한ㆍ중관계는 양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안보문제를 포함하는 다자
이슈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의제중에는 탈북자 문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통일 문제도 있다. 중국은 북
한의 급변 사태나 돌발적인 붕괴가 생겨서 수백만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
입 될 경우 자국의 안보 및 경제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핵문
제와 천안함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시한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목표가 한국의 인식과 전략 목표와 어느 정
도 일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협력의 정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중국은 구
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하에 다른 것을 같게 하려는 것보다 차이는 내버려
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이 공동의 이익 영역이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 진정한 협력의 기반이 되려면 양자 차원만이 아니라 다자적인 전략적 이
해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경제협력 이슈들 중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FTA 이슈이다. 전략적 이슈중 주
요 관심의 대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해양 영토 주권문제 등 갈등의 여지가
많은 이슈들을 다루면서 동북아의 미래 질서 수립에 있어 어떻게 한국과 중국
이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이다.
이 글에서는 한ㆍ중 협력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짚어보고 어느 정도 한중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검토한다. 어떠한 사안들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며
가능한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우선
이 글에서는 정치 및 외교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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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

1. 한ㆍ중관계의 변화와 발전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양국의 경제부문, 정치부문, 군사부
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협력에서 중장기적인 이슈와 지역의 안보문제에서도
협력하는 전략적 협력 단계로 발전했다. 정치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최고 지
도부를 포함해 여러 정치 지도층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중요 문제와 상
호 관심사에 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왔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중한데 이어,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리펑(李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1995년 11월에 중국의 장쩌
민 주석이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우호협력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98년 11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2003년 7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중국을 방문했고, 2008년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
국을 방문했으며, 이어 8월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
문하면서 양국 정상들 간 상호 방문과 긴밀한 상호 협의체제가 자리를 잡아가
기 시작하였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가 점차 확대 발전하였다.
1999년 8월 조성태 한국 국방장관이 방중한 데 이어, 2000년 1월에는 츠하오톈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방한함으로써 양국 고위급 군사 교류가 시작됐고, 점
진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 2008년에는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경제방면에서는 2008년에 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미
국, 유럽 등 서구국가들의 경제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ㆍ중간의 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전체의 20.8%이고 수입비중은 1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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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중교역(2004-2009)
단위:억불, ( )는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497.6
(41.7)

619.2
(24.4)

694.6
(12.2)

819.9
(18.0)

913.9
(11.5)

867.0
(△5.1)

수입

295.9
(35.0)

386.5
(30.6)

485.6
(25.6)

630.3
(29.8)

769.3
(22.1)

542.5
(△29.5)

무역수지

201.8

232.7

209.0

189.6

144.6

324.6

총교역액

793.5
(39.2)

1,005.6
(26.7)

1,180,.2
(17.4)

1,450.1
(22.9)

1,683.2
(16.1)

1,409.2
(△16.3)

자료출처:한국무역협회※ 09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임
※ 중국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2위로, 홍콩 제외시 제3위의 교역대상국임.

<표 2>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액 및 비중(2008)
단위:억불
총액

미국

일본

중국

EU

수출액(억불)

5094.2

628.8

426

1061.2

746

수입액(억불)

4645.8

619.9

681.9

843.4

594.4

수출비중(100%)

100

12.3

8.4

20.8

14.6

수입비중(100%)

100

13.3

14.7

18.2

12.8

자료출처: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각년도 국가별통계 stat.kita.net/top/state/

중국도 지역 내 역할 증대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
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국가별
로 보면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3위이다.1)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급속히 확대되어 양국 간 인적교류는 1992년 수교 당
시 상호 방문자수가 7만9천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연간 580만 명 정도에 이
를 정도로 증대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다소 줄어들기
는 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국 유학생은 한ㆍ중 양국에 체류하는

1) 통계상 6위에 해당하지만 EU와 ASEAN이나 홍콩은 국가 단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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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가운데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2년 한ㆍ중 수교를 맺은 후 한ㆍ중관계는 수교 초기의“선린우호협력관계
(睦隣合作關系)”에서 1998년“21세기를 향한 협력적동반자관계(合作琓伴關
系)”로, 또 2003년에는“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琓伴關系)로 발전하
였다.‘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비전략적 관계’중에 최상위 단계였다.
비전략적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논의는 노무현 정
부시절 한국이 중국 측에 먼저 제안했으나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이를 받아들
이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측이 먼저 이 같은 관계 격상을 제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 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ㆍ중관계
를 비전략적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어서 2008년 8월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답방 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8월에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공동 성명을 채
택하고 정치 분야 5개, 경제적 협력 강화 17개, 인적. 문화교류 6개, 지역과 국
제협력 6개항을 포함하는 34개 항목에 합의했다.2) 2008년 5월과 8월에 체결
한 한ㆍ중공동성명을 검토해 보면 한ㆍ중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협의체로 하고 한중 전문가들이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여 양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무역공동위원회와 관광장관회의 등을 협의
체로 명시하여 향후 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ㆍ중관계를 격상하면서 한국정부는 한ㆍ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적 세계적 사안
들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를 강화하고 협력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2) 자세한 내용은 이태환,“후진타오 주석 방한과 한ㆍ중정상회담의 의미.”
『정세와 정책』통권14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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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의미
1)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의미
중국에서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 전통적 중국외교에서는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군사적 관계
까지를 포함하는 긴밀한 외교관계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반드
시 군사적인 협력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양국의 공통이익이 있는 영역에서는
서로간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며 크게‘전략적 관
계’와‘비전략적 관계’로 나누고 있다. 비전략적 관계는 중국과 해당국가간의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1차 목표로 주로 두 나라간의 쌍무적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된다. 그러나 전략적 관계가 되면 논의의 주제가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국제문제 등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거시적이
고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전략적 관계가 되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차
관급 대화와 실무급 대화 등 여러 레벨에서 다양하게 대화가 진행된다. 전략
적 관계로 외교단계가 격상되면 양국관계의 발전과 관련한 쌍무적 문제 뿐 아
니라 지역의 협력문제 등 지역차원과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
슈와 전략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
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적
세계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한 논의를 강화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이
며 중장기적인 전략적 이슈들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인식하는 동반자 관계의 의미는 어떠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대로 두고 공동의 이해가 있는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求同存
異)는 것이 동반자의 개념의 핵심이다.
중국의 전통문화 중‘동반자’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의 병제(兵制)에서 기원
하는 것으로 10명이 함께 취사를 하며 불을 함께 하는 것을 화반(火伴)이라 불
렀으며 혹은 같은 군영(軍營)에 있는 이를 가리켰다. 후에 그 의미는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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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同伴)의 의미를 지칭하게 되었고 동반자(琓伴)란 단어가 형성되었다.3)
최근에 중국이 쓰는 전략적 동반자 개념은 반드시 중국 고대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 와서 중국은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유형으로서 사용되던 동반자 (partnership)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
하였다. 국제관계에서‘동반자 관계’란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
종의 협조와 협력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동반자 관계의 국가 간에는 반드
시 (1) 동반자 관계가 존재 하거나 혹은 구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 3자를 적
으로 삼지 않아야 하며, (2) 동반자 관계가 존재하는 토대로서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3) 동반자 관계 구축의 추동력으로 각자가 이러한 공동
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력을 할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4) 동반자 관계의
표현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
다.4)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첫째, 제3국
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는 군사 동맹이 아니다. 둘째, 협상과 대화 방식으로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각국이 제3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2) 중국에서 사용하는 동반자관계의 유형
국가들 간에 다양한 유형의 동반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기인
1990년대에 와서이다. 1994년 5월 미국 등 서방 7개국과 러시아 등 9개 동구
권 국가 간에“경제동반자”관계가 수립되었고, 1995년부터는 유럽연합과 지
중해 남부 연안의 국가들 사이에“경제·무역 동반자”관계가 수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강대국과 강대국, 강대국과 약소국, 강대국과 지역기구들
간에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동반자 관계의 체결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아시아-유럽 국가들은 방콕에 모여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한“신형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였다. 미국은 1994년 러시아

3) 현대에는 조직에 공동 참여하거나 모종의 활동을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中國社會科學
院語言硏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北京: 常務印書館, 1998), p. 576. 蘇浩,“中國外交的”
琓伴關係“係袈”,『世界知識』2000年 第5期，p.11.
4) 蘇浩 인터뷰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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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성숙한 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7년 러시아와 인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5)
1990년대의 경우 중국은 브라질(1993), 러시아(1996), 미국(1997) 등과‘전
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 강대국은 물론이고
주요 지역기구나 자원부국, 주변 지역국가 중 중요한 국가들로 범위를 확대하
여 광범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 10개국과
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 외교의 양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도 1997년 10월에는 장쩌민 주석이 방미하면서“건설적
인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의 노력의지를 발표하였다. 2003년에
는 EU, 2005년에는 인도, 2006년에는 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했다. 일본과는‘전략적 호혜관계’를 맺고 있다.6)
중국이 맺고 있는 동반자 관계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다. 전략적 관계가
친소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높은 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호혜관계’
‘전략적
,
협력 동반자 관계’등이 전략적 관계의 범
주에 속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
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 러
시아, 중국과 파키스탄, 중국과 인도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96년 4월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 방중시 중·러 양국은“전략적 협작(協作)
동반자”7) 관계를 수립하여 중·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준으로 격
상시켰다.
중국은 1994년 러시아와‘건설적 동반자관계(建設性琓伴關係)’를 수립했는
바 1996년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양국관계의 격상을 제의하였고 중국이 이 제의를 수락하여 이루어졌

『太平洋學報』第2期. p.84-88.
5) 孫寶珊. 1999.“試論冷戰後國際關界中的琓伴關界,”
6) Evans Medeiros,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 Activisim, Opportunism and Diversification,
RAND Project Air Force, (California: RAND Corp, 2009) p. 83-85. ;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政策硏
究司 (編),『中國外交』 2007, 2008; http://www.fmprc.gov.cn/chn/)를 참조.“我國侮絞些國家建立
了琓伴關系”，『刊授黨校·縯習特刊』2006年 第7期.
7) 전략적 협력으로 번역되지만 한ㆍ중관계에서 사용하는 合作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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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러시아는 이 용어의 사용을 통해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의 망을 확대
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국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
가적 자존감을 북돋우며 좀 더 중요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려 했던‘전략’
을 구사했던 것이다.9)
2000년 7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북경선언’과‘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MD
반대문제에 대한 공동성명’및 기타 7개의 정부 및 부문 간 협의에 서명한 것
은 중러협작의 성격을 보여 준다. 2001년 7월 장쩌민 주석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선린우호협력조약’,‘중러 모스크
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전략적 협작(협력) 동반자관계”(戰略協作琓伴關
係)를 공고히 한 것이다. 2005년 7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러시아 방문 시 상
하이협력기구의 정상선언과 함께 양국의 21세기 세계질서에 대한 공동선언,
‘중러 공동성명’등 10여개의 쌍방 간 협력문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문제등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등을 기초로 하는
국제적 다자적 차원의 협력이 포함되는 것이다.10)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1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하여 2006년 정점에 도달하였다. 중국에서 2006년을‘러시아의
해’로 정하여 수많은 행사들도 벌였으며, 러시아는 2007년을‘중국의 해’로
정하여 화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자간의 협력에 머무르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견제나
균형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로 발전 되어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11)
중국과 파키스탄은‘21세기를 향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面向21世紀的

8) Masayuki Masuda,“Between New Terms and Classical Thoughts: Logic of‘Strategic Partnership’
of Chinese Foreign Policy,”FORUM 21 (2001-09-12), pp. 4-5.;신범식“중－러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성격과 시사점:동맹의 21세기형 대안인가, 이익수렴의 편의적 축인가?”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
계 1년의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년 국내학술회의 발표 논문에서 재인용,
2009.6.10.
9) 신범식, Ibid.
10) Lowell Dittmer,“Ghost of the Strategic Triangle: The Sino-Russian Partnership,”in Chinese Foreign
Policy :Pragmatism and Strategic Behavior, ed. by Suisheng Zhao, (New York, London, M.E.Sharpe,
2004).
11) Ibid. 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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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교
중국과 러시아 관계
▶ 러시아와 중국의“전략적동반자관계”는 1996 ▶
년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시작.
1996년 이전부터 양국은“건설적 동반자관계” ▶
를 맺고 있었음
▶
▶ 2001년 7월 장쩌민 주석은 러시아를 공식 방
문하여‘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선린우
▶
호협력조약’,‘중러 모스크바 성명’을 발표함
으로써“전략적 협작(협력) 동반자관계”(戰略協
作琓伴關係)를 공고히 함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98년 옐친－클린턴 모스크바선언으로“동반자
관계”체결
2001년 러－미‘새로운 관계에 관한 공동성
명’으로“장기적 동반자관계”수립
2003년 군사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New Strategic
Partnership’수립
2008년 4월‘Strategic Framework Declaration’를
맺은 이후, 2008년11월 메드베데프는 러－미관계
를‘전략적 경쟁자’에서 러－중 수준의‘전략적 동
반자’로 발전시키자고 촉구

全面琓伴關係)’를 유지하다가 원자바오 중국총리 남아시아 방문기간 중 이슬
라마바드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2005년 4월 5일‘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양국 정상은 이미 존재하는 전통우호협력관계의 기
초 위에서 양국 관계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더욱 긴밀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내용에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국경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의 중국 지지 및 대만독립 반대, 파키스탄과
이웃나라의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상대국의 주권 및 영토를 침
해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제3국과 이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 하지 않으며,
자국 내에 관련 조직이나 기구를 설립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그 외에 테러 및 분리주의, 조직범죄, 불법이민, 불법마약·무기거래 근절
에 대한 협력, 군사안보영역에서의 신뢰, 경제 각 분야, 고등교육 분야 협력 강
화,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금융기구, 경제기구에서 협력, 현존 국제기구 및 미
래에 설립될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다자 경제협력 전개, 문화, 관광, 의료 등의
분야 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노력, 유엔 및 다른 국
제·지역기구에서 협력 등이 포함되어있다.12)
중국과 인도는 1996년에는 인도와‘21세기를 향한 건설적 협력동반자관계
面向21世紀的建設性琓伴關係)’를 맺은 지 10년후 인 2005년 4월에 원자바오
12)‘中華人民共和國和巴基斯坦伊斯蘭共和國睦紐友好合作穡約’2005. 4. 5. http://www.fmprc.gov.cn/chn
/pds/gjhdq/gj/yz/1206_3/sbgx/; 박병광,“중국-인도, 중국-파키스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한-중관
계에 대한 시사점,”서울대 중국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0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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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家寶) 중국 총리의 남아시아 방문기간 중 뉴델리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面向和平與繁榮的 戰略 合作琓伴
關係;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수립
하였다.13) 2005년 12월 인도 영해에서 양국이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06년 5월에는 인도의 국방장관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부장
과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4)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은 제한적이다. 주로 양국간 국경분쟁을
해소하는 목적을 위한것과 미국이나 파키스탄을 견제하는 양국의 이해가 맞
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 같은 시기에 체결한 것은 중국
이 양국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Ⅲ.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평가와 전망
한ㆍ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지 2년이 되었다. 그간의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진전을 보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과연 중국이 전략적 협력 대상국인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
오고 있다.
한ㆍ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은, 한ㆍ중 양국이 양자
간의 현안문제를 넘어서 다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 한ㆍ중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적인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그 초점은 주로 양국관계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적인 이슈
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동시에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한ㆍ중 양국간 이
슈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이슈와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에 걸친 중장기적 이슈

13) 공동선언문 10항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계기로‘상호군사교류와 안보대화를 강화’하기로
약속; 중ㆍ인 양국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는 공동선언문(中華人民共和國與印度共和
國聯合聲明; Joint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meaindia.nic.in/)http://world.people.com.cn/GB/14549/3313745.html. 박병광, Ibid.
14)“中印國防部防務領域交流與合作諒解備忘錄”, 新華通信2006年 5月 30日.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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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차 방한한 원자바
오 총리는 28일 한중간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관계자들이 배석한 확대회
담에서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대해 거듭 강조를 했다. 원총리
는“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정치적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통을 유지해왔다”며“그동안 국제문제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해왔다. 한국측과 같이 노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5)
천안함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표명된 것을 감안할때 천안함 사건의 한·중
관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양자 차원의 이슈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강대국들
간의 논의에 동참할 수 없거나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우리의 역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 질수도 있다. 그 채널의 기반이 되는 것이 강대국들과의 신뢰 구축이
다. 그래야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회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미
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 관계 격상을 이룩함으로써 그러한 신
뢰구축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변화는
한중 전략대화의 개최와 군사 교류 협력 확대이다.
1)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2008년 8월 한ㆍ중 정상간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및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방문과 상호연락체제 강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 시 외교차관급 회의를 연례 개최
를 합의한 이후, 2008년 12월 한중간 외교차관급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
였다. 2008년 12월 제 1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의 개최는 명실상부한 전략

15)『연합뉴스』2010.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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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로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중간 고위급 대화의 새로운 제도적
기제가 마련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이슈 등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공식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과 왕광야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2008년 12월 11일 베이징에서 외교부간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지고 미국 신정부, 북핵문제, 6자회담에 관해 논의했
다. 제2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신각수 제1차관과 중국 외교부 왕광야
(王光亞) 수석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2010년 4월 5일-6일간 서울에서 개
최되었다. 전략대화 시 한·중 양측은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16)
이 전략 대화는 양자간, 지역적, 글로벌 안보이슈에 관한 한중간의 외교정책
협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등 강대국들과 전략 대화를
해왔으나 한중간의 전략 대화는 없었다. 때문에 내용과 성과가 어떠하든 한중
전략 대화의 개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강대국 외교와 글
로벌 코리아를 위한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2) 한중 군사교류협력의 확대
북한을 의식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교류 확대가 늦은 분야가 군사분야이다.
1999년의 군사적 관계의 정상화 이전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교류는 활발했으
나 군사적인 교류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9년 8월 23일 한국의 조
성태 국방장관이 방중을 한데 이어 2000년 1월 중국의 국방부장 츠하오티엔
(遲浩田)이 방한함으로써 양국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된 것이다. 이후 발
전을 거듭해 2007년에 군사 핫라인 설치에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같은해
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
서 군사교류 협력도 제한적이지만 확대되고 있다. 2008년에 한중간 군사핫라
인(직통망)이 개통되는등 군사 교류 협력이 급속히 진전을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11월 양국 해·공군 작전부대 간 직통전화(군사 핫라
인)를 개통하였다. 외교와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포함해 상호 연락체계가
1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연합뉴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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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 공군 간 핫라인은 한반도상의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정보교환 확
대를, 해군 간 핫라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황해상의 충돌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교류도 확대되어 군사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008년 서울 정상회담에서 후주석이 군사 훈련 참관을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점이다. 군사훈련 참관이 이루어지면 양국의 국방 및 군사정책을 비롯한
국방비 사용 규모 등이 드러남에 따라 상호 신뢰 증진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ㆍ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군사 훈련 참관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미군 군사
훈련에 중국군의 참관을 허용한 바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한ㆍ미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 4> 한중 고위 군 인사 교류 현황
년도

한국 군 인사 방중현황

중국 군 인사 방한현황

‘92’년도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94’년도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정보본부장

‘95’년도

정책실장(2월)

‘96’년도

정보본부장, 제1차관보

국방부 외사국장(12월)

‘97’년도

정책차관보, 국방차관(11월)

없음

‘98’년도

정책기획국장

부총참모장(8월)

‘99’년도

정보본붕장(7월), 국방부장관(8월)

없음

‘00’년도

정보본부장(7월), 국방부장관(8월)

국방부장(1월)

‘01’년도

육군총장(3월), 국방장관(12월)

공군사령관(3월)

‘02’년도

공군총장(1월), 국방대총장(4월), 국방차관(8월)

국방대학교장(3월),제남군구정치위원(7월),총참모장(8월)

‘03’년도

정보본부장(9월), 합참의장(11월)

부참모총장(3월), 국방대부교장(9월)

‘04’년도

정책실장(12월), 정보본부장(12월)

국방대부정치위원(7월)

‘05’년도

국방부장관(4월), 공군참모총장(7월), 기무사령관(11월)

총후근부장(11월)

‘06’년도

3군사령관(4월), 해군총장(8월)

국방부장(4월), 총정치부장(9월)

‘07’년도

합참의장(11월)

총참모장(5월)

‘08’년도

육군총장(1월), 공군총장(4월)

중국 편제고찰단(10월)

‘09’년도

해군총장(1월), 국방장관(5월)

총참모장(3월)

출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http://www.jcs.mil.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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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ㆍ중 FTA 협상 추진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2009년 10월
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수정ㆍ보완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보고서에 양측 통상장관이 서명하였다.
2008년 한ㆍ중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ㆍ중 FTA 산관학(産官學)공
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 FTA 추진을 호혜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하반기
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자국의 경기부양 및 구조
조정 노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한ㆍ중 FTA 논의가 중단되었다. 국제통
화기금(IMF)은 위기 이후 미국의 소비는 상당기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
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산업국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침체를 대체할 새롭고 안정적인 시장의 확
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 국면이 끝난다고 해도 그 동안 한국과 중
국에게 큰 수출시장을 제공했던 미국의 소비시장이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회
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
濤) 중국 국가주석은 2010년 4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진행중인 공동연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착
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개시될
전망이다.17) 이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3개국 정상회담
에서‘한ㆍ중ㆍ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개방성과 투명성, 포
괄성에 기초를 둔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
고 한ㆍ중ㆍ일 3개국 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한ㆍ중ㆍ일 3개국 정상은 2010
년 한ㆍ중ㆍ일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는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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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한ㆍ중 양국 정상은 2008년 8월 25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한ㆍ중 공동성
명”에서“양측은 양국 전문 학자들로 하여금 한ㆍ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
안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의 이같은 공통 인식을 실
천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2009년 5월 한ㆍ중 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를 정식으
로 설립하였다. 한ㆍ중 양측 각기 16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위원회는 1년 동
안 세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양국의 전
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련된 중요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
론을 하였다. 아울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과 한국의 부산, 포항에서 연구
조사를 하고 현지 공무원, 기업인, 학자, 학생들과 토론 및 상호교류 활동의 기
회를 가지기도 했다. 공동 회의를 통해 양측 위원들은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
반자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의 일치를 보
았고 양국 협력 중점분야와 핵심의제를 정리하고 2010년 4월 말에 구체적인
정책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양국 정상에 제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공동 연구가 활성화 되고 전문가들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연
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 학계, 재
계, 언론계등을 포함하는 민간부문과 정부(전직 관리 포함)의 비중이 있는 인
사들이 참여하여 한·중 전문가 그룹의 연구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하는 채
널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식적 전략대화 채널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주제들
도 논의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공동 연구결
과가 정부에 제출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한·중 양국에
마련되면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구상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됨
과 더불어 양국에 정책 분야별 인식공동체를 생성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같이 추구해가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연합뉴스』2010.5.31,『한국경제』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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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차원 이슈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18)
1)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한ㆍ미관계
한ㆍ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 한ㆍ미 관계 강화와 한ㆍ중의 전략적 협력의 병행 발전이다. 미ㆍ중관계를
커다란 틀로 상정하면서 한ㆍ미 관계는 발전하는 한ㆍ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한ㆍ중 교역은 한ㆍ미, 한ㆍ일 교역
량을 넘어섰고 중국은 한국의 제 1무역 파트너로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
가가 되고 있다.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더불어 이
같은 한ㆍ중경제관계의 발전은 한ㆍ미관계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안
보 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ㆍ미 동맹이다. 한ㆍ중관계 발전
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한ㆍ미 동맹관계 강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선 한ㆍ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한ㆍ미 간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동맹 재조
정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화보다는 지
속이다. 2009년 4월 런던 20개국 회의 중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 미군 감축을 28,500명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부시 행정
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의를 계승키로 확인하였다.
한편, 한ㆍ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면서 한국군이 한국방위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욱 큰 지지와 기대를 보였다.19)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및 재

18) 이태환,“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미동맹.”이태환편,『한반도 평화와 한미중협력』(세종연
구소, 2010) 제1장의 내용중 일부 인용하고 수정 보완.
19) The White House,“Remarks by President Obama before meeting with president Lee Myung-Bak
of ROK”, April 2,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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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강화된 것이다.20) 미국이 추
구하는 새로운 동맹은“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과의 네트워킹과 연
대”그리고 같은 차원에서의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21)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한ㆍ미정상회담 후 한ㆍ미
동맹의 공동비전이 새롭게 정의되고 공식화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 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
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한ㆍ미동맹의 범위가 군사동맹에 국한하
지 않고 다방면에서의 포괄적 동맹으로 규정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양자동맹
(bilateral alliance)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동맹(global alliance)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선포
된 것이다.22)
한ㆍ미동맹이‘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은 안보영역에 제한된 한ㆍ
미동맹이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된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 아
시아 태평양 또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인식하는 한ㆍ미 동맹은 어떠한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ㆍ미 동맹 강화는 한국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편
입시키는 것으로, 겉으로 한ㆍ미 동맹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ㆍ
미 동맹이 강화되어 지역 안보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우
려한다.
한ㆍ미, 미ㆍ일군사 동맹관계와 관련, 중국이 과거 관심을 보인 것은 2005년
2월 미·일간 2+2 안보협의회에서 대만사태를 공동 안보전략 목표로 상정하
고 대만‘한광’군사훈련에 미·일 군 장성들이 참가하는 등 미국이 대만해협
군사충돌 시 개입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중국 지도부의 반일 감정을 자극한

20) The White House,“April2,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Background-Readout/.
21) 이상현,“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이각범 외,『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p. 158.
22) 한ㆍ미동맹의 지구동맹화를 꾀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로는 다음을 참조. Kurt M.
Campbell, Victor D. Cha, Lindsey Ford, Nirav Patel, Randy Schriver, and Vikram J. Singh, Going
Global: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2009). 마상윤,“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한ㆍ미동맹,” 2009 한국세계지역학
회·인류사회재건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09.11.27) 발표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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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종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대만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
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대
만해협 사태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은 주일미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용인한 반면,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한관계
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0
년대에 들어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 기능도 한
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1년 7월 탕쟈쉬
엔 외교부장이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주한미군을 용인하며 아시아에서 미국
의 주도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고, 2005년 6월 정비지
엔 개혁개방논단 이사장도 미국 방문도중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일본의 재무장을
주일미군이 견제할 것이라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유지
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중
국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보다는 현상유지를 타
파하려는 공격적인 국가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
군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한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넷째, 주한미군에 대해 수용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패권지위에 도전하여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게 각인
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23)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의해 통일될 경우
통일이후 한반도에 특히 한강 이북에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위협으로 인식
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미ㆍ중관계의 변화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중국의 중단기적인 관심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만문제
를 비롯해 중국을 정치·외교적으로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데 사용되

23)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인터뷰 1998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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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이를 뒷받침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
이다. 이에 대한 한·중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가도 과제이다.
2) 북핵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
한ㆍ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한국과 협의
해 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한ㆍ중 전략적 협력의 대
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과거 북핵문제는 한ㆍ중간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에 협
력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진 사안이었다. 중국의 한 분석가는 북핵문제는 미
ㆍ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출발이자 시금석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미ㆍ
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24) 미국 측 전문가도 북핵은 김정일이 미ㆍ중 협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25) 북한의 2차핵실
험 이후 유엔제재에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동참한 것도 그러한 예다. 이같이
미ㆍ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북핵 해법에서는 인식과 정책의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영향력을 유지
하는 한편,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해 6자 회담을 통한 대화와 설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긴밀한 접촉
을 유지하였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실무진들이 빈번한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우방궈와 쳰치천 등 중국의 지도자들이 김정일과 접촉
하여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설득하였다. 북한으로
하여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회담에 북

24) Wang Fan,“China-US Strategic Cooperation on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Influence,”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eptember
11, 2009, p.261.
25) Ralph Cossa,“China’s Actions on North Korea Proving a Pivotal Test for U.S.-Chinese Relation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2, 2006,http://www.iht.com/articles/ap/2006/10/13/america/
NA_GEN_US_China_Relations_Teste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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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제재 결의를
준수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북중 우호 관계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차 핵
실험이후 약 5개월의 일정한 냉각기를 경과한 후에 중국은 수교 60주년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기존의 관행대로
무상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려 했
다.26) 이어서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국방부장으로는 3년 여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중ㆍ북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영원할 것"이라며 북ㆍ중 군사협력과 우호 강화를 강조했다.27)
미국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과 2007년 2.13 성명이후 별 진전이 없는 6
자회담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노력과 함께 6
자회담 틀 안에서 미ㆍ북간 양자 대화를 추진해왔다. 2006년 5월의 젤리코 보
고서(Zellikow Report)와 2007년 4월 미국 대서양위원회 북한 실무그룹이 발
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
안보라는 지역 안보틀의 개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북핵 2·13합의 이후
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반영되었다.28)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다자안보협력에 더해 미ㆍ중ㆍ일 등 소
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자는 논의도 그러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29) 오바마 정부는 동아
시아의 다자안보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
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자 간 강경하고 직
접적인 대화와 더불어 구조적인 다자안보협력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

26)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는 이동률,“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과 북중관
계,”
『정세와 정책』통권 163호 (2009년 11월호), p.13-16.
27) 『한국일보』2009.11.23.
28)‘젤리코 보고서’내용은 David E. Sanger,“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y 18, 2006. 미국 대서양위원회 북한실무그룹의 보고서는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April
2007). http://www.acus.org/docs/070413-North_Korea_Working_Group_Report.pdf.(검색일: 2007
년 9월 20일) 참조.
29) Jeffrey A. Bader,“The Dynamics of Change among China, Japan and the US,”Brookings Council
Speech (October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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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도 했다.
한국은 과거 6자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독자적인 중재자로서의 역
할을 추구하여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
박 정부에 와서 한ㆍ미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ㆍ중관계를 격상시키면서 한
국의 입지를 개선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북한문제
에는 한ㆍ미동맹의 양자차원과 지역차원,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성격이 복합
적으로 섞여 있어서 세차원의 논리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미ㆍ중협력의 확대 및 미ㆍ중ㆍ일 삼자대화의 모색은 주변 강대국간 권
력정치의 결과 한국이 방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30)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미ㆍ중의 대북 협조체제가 한국과의 긴밀한 논
의 구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태이후 6자회담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천안함 사태가 수습
되어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ㆍ미ㆍ중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상호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ㆍ미ㆍ중 3자가 각국의 입장 차이와 정책을 협의하지 않는
한 북핵 위기는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3자 협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3자협의를 추진해 나가기위해서는 한ㆍ미간 신뢰는 물론이고 한ㆍ중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북한문제에 대해 한ㆍ중간에 전략적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북한문제 전반
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북한문제가 핵문제와
경제문제, 불안정한 리더십 승계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문제는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담보로 삼고 있는 한 단순한

30) Chaesung Chun,“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A South Korean Perspective,”unpublished
paper (2009); Brad Glosserman and Ralph Cossa,“U.S.-ROK Relations: A Joint Vision and
Concerns about Commitment,”PacNet #54, Pacific Forum CSIS, August 4, 2009. Jaeho Hwang,
“A Korean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R.O.K.-U.S. Relations,”PacNet #54A, Pacific Forum CSIS,
August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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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가 아닌 체제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3) 천안함 사태와 한중 협력방향
천안함 사건 관련, 중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과 행태를 보면서 한국의 대중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관련 사안에서 한중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천안함 외교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결과가 미
칠 파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
서 하던 중재자 역할이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31)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남북한 양측에 냉정과 절제를 촉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
한이 해결할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지역안
보차원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다. 5월 말 원자바오 총리 방한 시 발표된 한
중일 3국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합조단 조사결과를 중시
하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이 지역차원
안보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인정했다.
둘째, 중국은 이 문제로 인해 한국과 북한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으로 비
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해명을 요구한 것
도 같은 맥락이다. 환구시보 5월 26일자 사설은“한국이 제시한 증거가 국제
사회에 지지를 얻고 있다”며“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
거나 아니면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
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

31) Drew Thompson,“The China’s Cheonan Dilemma,”Foreign Policy, June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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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와 안정이 미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와
안정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책임소재를 가려 재
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김정일 건
강악화와 권력승계문제로 취약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을 고려할 때 한·중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전 시켜 나가야 하는가.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 공조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조를
통해 한미관계 강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국이 중국
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는 의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훈
련을 하게 되는 것도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데 따른 자구
책의 결과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해를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안보리에
서 묵시적 동의나 기권, 한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이해와 지지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
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도 중국에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공동
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에 재발 방지책에 대
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32)
4) 북한 급변 사태
북핵문제 못지않게 지역안보 이슈에서 중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북한급
변사태이다. 그러나 한중 전략적 관계 발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슈가
북한의 미래와 연관된 급변 사태이다.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미래 시나리
오로서 한국과 논의나 협의 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접경국인 중국은 중·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 정권의 안정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강력한 압력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
세를 보여 왔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는 중국은 북한 급변사
32) 이태환,『정세와 정책』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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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포함하여 한반도 유사시 가장 피해를 입을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꼽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그 영향이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일차적으로 북·중 국경지역을 봉
쇄할 것이고, 만일 급변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북한 내
의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군 개입 여부를 묻
는 질문에“중국군은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조직, 특히 유엔의 힘을
빌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군이 개입한다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33) 이와 관련 2007년 6
월 미국 CSIS와 USIP의 전문가 3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실시한 정부, 군, 학계
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측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시 대량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선 통제를 강화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인민해방
군의 직접개입을 통한 문제해결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34) 또한 푸단
대학(復旦大學) 스웬화(石源華)교수도“북한 상황의 긴급성과 북한의 요구에
근거해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 개입을 취할 수 있지만 중국은 유엔이나 6
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의 틀 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기
를 희망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5)
미국은 북한급변사태시 북한핵물질의 관리에 관심을 갖고 개입할 것으로 보
인다. RAND의 Bruce Bennet은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미국, 중국이 협의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이러한 가능
성에 대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36) 또한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Michael O’Hanlon)은 보고서를 통해“북한 핵물질이 문제가 된다면 미군이
북한에 진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외교협회(CFR) 보고서도“북한 급
변사태시 WMD로 비롯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이 직접적 역할을 할

33)『동아일보』2006년 12월 9일.
34)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USIP and CSIS Joint Working Paper, January 3, 2008.
35)『동아일보』2008년 10월 14일.
36) Bruce W. Bennett,“Mutu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Deal with North Korean Crises,”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2-1 (June 200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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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37)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
에 대비한 군의‘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으며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8)
한·미 위기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어도 한ㆍ미ㆍ중 위기관리협의체를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므로 한ㆍ중간 위기관
리 체제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응한
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관료와 학자들이 참여하는 1.5
트랙 차원의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동아시아 안보협력 기제 설립 추진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국가, 미국 등이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토분쟁, 역사인식, 무역마찰, 냉전의 잔재와 같은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메커니즘이 부재
한 상황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국가 간 갈등을 관리
할 다자안보협력기제와 지역안보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한 전략문제 전문
가는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출
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9) 1990년대에 중국은 북핵 문제의 원칙
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다자
주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제1
차 북핵 위기 시 중국은 원칙적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일
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이외에는 북핵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였고 비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동시에 북핵 문제는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결코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였다. 1996년 4월 미국과 한국이 4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건의했을 때 중국

37)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FR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January 27,
2009).
38) 한·미, 北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완성 『중앙일보』2009.11.01.
39) 唐世平, 曹離陽,“尋求中美日相互安全的基点,”
《戰略與管理》, 2002年, 第1期,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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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3월의 4자 회담 설명회에서 중국은 4
자 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40) 1997년 7월 중국은 4자 회담에 참가하
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하고 북한이 4자 회담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였다. 비
록 중국이 4자 회담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회담 과정이
미국에 의해 주도될 것을 여전히 우려하였고 이로 인해 2002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2차
핵위기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 협력기제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북핵 위기가 재차 노정
되면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한 변화를 보였다. 후진타오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
운 지도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2003년 4월 북경에서 3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2003년 8월 6자 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
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록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기제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서로 연계한 구상이었는지는
알수 없어도 중국이 이 시기에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적인 입장에 있어서 당
사국 간의 해결이라는 쌍무주의와 더불어 각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다자주
의를 병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6
자 회담은 비록 공동협의와 같은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다자주의
형식의 쌍무주의 회담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동북아시아 지
역의 절대 다수 국가들이 참가한 첫 번째 다자안보 대화였다는 점에서 회의
자체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41)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상
설 대화 협상 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2005년 9.19성명과 2007년 2.13 성명에 이르기까지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 협력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아직도 북한이 6자회담을 중단한채
복귀하지 않고 있어 6지회담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더구나 천
안함 사태로 인해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6자회담을 다자협력의 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기제로 유지하려는 중국

40)『人民日報』, 1997年 3月 6日.
41) 2004년 2월 제 2차 6자 회담 회담 중, 참가 각국은 회의에 참가한 부대표를 수반으로 하는 실무팀
(working group)을 성립시키고 이를 정규화하기로 합의하였다.『중앙일보』, 200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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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는 동북아 문제와 관련된 미ㆍ중관계에서 유리한 카드를 갖고 동북아
다자안보에서 미국과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일동맹과 한ㆍ미동맹의 동맹체체를 인정하면서 다자안보 협력 기제에 참
여함으로써 동맹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다자협력체제가 병행
발전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한ㆍ중 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지역의 평
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한ㆍ중 양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ㆍ중 양국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공
동 대응과 함께 배타적인 이익과 패권의 추구가 아닌 조화로운 동아시아와 세
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 담론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기위한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건설을 위해 안보협력을 위
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지역에는 ASEAN+한·중·일, 동아시
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아시아 협력대화(ACD),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등 다양한 다
자협력체가 존재하며 이 지역의 위기 예방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자적 협력체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안보협력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안
보협력을 위한 규범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글로벌 차원의 이슈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
한ㆍ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은 범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관계가 확대 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위상의 제고와 더불어
비록 일차적 관심 영역이 아니더라도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력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에서도 미ㆍ중은 협력할 과제가 많
다.42) 이같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차원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공유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G20 의장국으로 이의
성공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한ㆍ중간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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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엔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이다. 양국은 유엔 및 국제무
대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범세계적 차원의 협
력파트너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양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후협
약, 지구 온난화방지, 사막화 방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문제, 에너지, 통신, 금
융, 물류, 과학기술 발전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초국가적 마약거래, 초국가적 조직범죄,
해적, 강제이주와 인신매매, 에이즈나 사스 등 보건문제,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 네트워
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와 민주,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확립을 위해 공동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2008년 후진타오 주석 방한 시 국제인권 문제 등에 협력할 것을 한ㆍ
중 공동 성명에서 공동으로 천명한바 있다. 이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과 탈북자 인권문제와 같은 현안이 산적
해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
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탈북자 인권 문제가 아직은 조심스러운 주제이고 달라
이 라마, 신장 티베트문제로 인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수도 있
지만 협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42) 전 지구적인 이슈로는 에너지와 환경 협력이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동시에 미 오바마 정부는 핵비확
산체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조약위반 시 자동제재조치와 우라늄농축 및 핵연료재처리
시설보유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NPT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
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라늄농축과 핵연료재처리 능력을 보유할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에너지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다수의 국가들이 핵연료 공급을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은 핵무기 미 보유 국가들이
NPT를 체결할 때 핵무장 포기의 반대급부로서 약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의 제한을 상응하는
보상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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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
ㆍ중이 협력해온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양국은 정상급 상호방문 외교를 활성화하고, 차관급과 실무급 전략 대
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
화, 군사 핫라인 개통 등 상호 연락 체계의 강화는 군사 교류가 단순한 교류
차원에서 군사 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향후 전략적인 이슈들에 대
해 갈등 방지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 채널을 공식화 하고 장기적이고 전략
적인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넘어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문제에 대한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이슈 등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공식화 되어야 한다. 한ㆍ중 양국
은 수교 이후 군사 안보를 포함하는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호 신뢰가 부
족했다. 신뢰 구축을 위한 양자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ㆍ중간에는 이미 광범위한 협력 메커
니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들 메커니즘이 순조롭고 유효하게 실
행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고위급 전략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됐고, 다자간 이슈인 동북아 지역
협력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차원의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글로벌한 차원의 한ㆍ중 협력으로, 유엔에서의 협력방안과 국제 테러
리즘에 대한 대응, 마약과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그리고 세계적 공동
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
다. 양국 간의 협력가능 분야는 정보기술혁신, 에너지 절약, 사막화방지 과학
기술, 무역투자정보망 구축, 첨단기술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고 미흡한 점도 아직 많
이 있으며 한중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도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한
ㆍ중 전략적 협력에는 상호 신뢰의 증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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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류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지도자 교류의 정례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일반적인 목표
만 있을 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한ㆍ중간에 이상의 의
제를 전담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례화된 정부간 비정부간 전략대화 채널이 마
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
되었으나 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군 지도층을 포함하
는 고위급 교류와 군사분야에 대한 전략대화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논의한 의제 외에 어떠한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하는가.
첫째,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와 동시에 중국의 국익을 최대한 배려하고 한
ㆍ중간의 협력관계를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동반
자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ㆍ중 경제 관계는 간접
적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략 공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맥락적 요인이
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 경제적인 고려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의 역
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간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관계
를 모색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협력의 제도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경쟁관계
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ㆍ중 사이에서 배타적인 동맹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협력적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중 협력채널의 구축이 요구된다. 역내 분쟁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한·미·중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동남아에서의 싱가포르, 유럽연
합에서의 벨기에처럼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야 한다. 중국과 일본 양 강대국들은 영향력 경쟁의 상호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나 한국은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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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2010년 5월에 한
국에서 제 3차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3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3국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3국이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경제 협
력뿐 아니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회의 장이 될 수 있음
을 보여 준 것이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ㆍ중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하고,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 지원, 남북한 경제협력 및 남북한과 중국의 경
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 나가며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이 이
루어지면 한국과 중국이 역내 경제 질서에 북한을 동참시키기 위해 북한의 국
제 경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공동 투자와 경제 협력을 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ㆍ중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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