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된 기대인가 과도한 기대인가?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 평가*

김 재 철 **
v 요 약 v
박근혜 정부는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시도했다. 즉, 중국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
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또 비핵화를 거
부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까지 감수
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중국 변화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
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축으로 작동했다. 그러

나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이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배반’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중국의 정책을 변
화시키려는 노력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
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배반되었기보
다 현실적 근거를 결여한 과도한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핵심어: 박근혜 정부, 중국 변화, 통일 논의, 한중관계

Ⅰ. 서론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에게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는
오랜 역사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 제기된 중국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가장 분명하게
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한국 및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에게 비핵화를 압박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까지 감수할 것을 기대했다.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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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또한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심사자께 감사를 표한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또한 경제보복의 유예나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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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유지를 선호해온 중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중국 변화론’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대북정책의 실질적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회담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것을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의 ‘중국 역할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1)
박근혜 정부의 중국변화론이 처음부터 완결된 모습을 띠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
다. 처음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국의 정책
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고 또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하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다른 수단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축으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들었는데, 이러
한 시도는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거행된 전승 70주년 기념(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데서 최고조에 달했다.2)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전승절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변화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대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
2016년에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자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정책변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의 대응은 이러한 기대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배반에 가까운 실망”을 표출했고, 중국 변화론은
중국 책임론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즉, 한 때 통일 논의의 파트너였던 중국이
배신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배신감과 책임론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고, 중국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 때 역사상
최고로 규정되었던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중관계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진정 배반당한 것인가?
양한 카드를 동원하여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
부는 북한정권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하
여 기대하는 변화의 폭에서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
2) 이 글의 목적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아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관료에 대해서도 당시의
직책을 현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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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과도한 기대에 불과했던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중국 변화론이 중국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감수하라는
중국 변화론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희망하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상충된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가령, 2차 핵위기 당시 미국의 부시(Geore
W. Bush)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을 동원하려 들었지만 성공하
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압박했지만(Bush 2010),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고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할 것을 고집했
다(Glaser and Wang 2008). 한국의 이명박 정부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중국과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중국의
계산과 이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시한
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이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수용할 것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전은 특히 심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을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대응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이 자국
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했음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라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이 기대를 배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변화시
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와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일 중국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호응을 했었다면 기대를 배반
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중국
변화론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었고 중국 책임론 또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중국 변화론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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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변화론을 추구한 근거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애초부터 과도한 기대 속에 시작되었음을 제시하
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켰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가 한 때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중국
을 변화시키려 추구했지만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
지 않음에 따라 한중관계가 동상이몽의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과 이에 따른 한중갈등을 검토하고
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그 의미도 살펴볼 것이다.

Ⅱ. 중국 변화론의 제기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전임
정부들보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노무
현 정부는 중국에게 6자회담을 위한 중재와 알선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비교
적 제한적이었던 중국에 대한 기대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중국 변화론으로 확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김성한 2008),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들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한미일의 정책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들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역할론을 넘어서는 중국 변화론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의 협력을 추구하
는 등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 변화론을 특히 강조하게된 것은 출범 초기에 직면했던 상황
과 밀접한 관련된다. 박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2013년 2월 초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내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이러한 북한의 거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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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축인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은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주목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막히고 미국
이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인 시절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를 파견하고, 또 취임 후에도 일본에 앞서 중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오랜 관례를 깼다. 이는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
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을 동원하려는 시도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려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등, 미국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위탁하려 들었다
(경향신문 2013/03/14; 杨文静 2016).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변화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의 도발은 중국에서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북한의 도발이 당 총서기직에 취임한 이후 국가권력
을 이양받기를 기다리던 시진핑 주석에게 타격을 가함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시키려 시도했던 2009년 이후의 정책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
다. 중국은 두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대북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안을 실천하는 데도 보다 적극적으
로 임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 개설된 북한은행의 대표부를 폐쇄함으로써 양자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을 촉발시켰다(AP 2013/03/23;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5/07).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시킨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였을 뿐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120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적극적으
로 부각시켰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3년 4월 “중국인들에게 북한은 자산보다 부채
로 인식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조선일보 2013/04/15). 이어서 6월에는
“중국 지도층에서까지도 북한이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에서 발생한 변화가 단순히 전문가 차원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지도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는 “과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던 입장
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비핵화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북중
관계도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 국가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선일보 2013/06/12). 이러한 지적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중국 변화론을 추구한 배경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평가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
다. 아울러 이는,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오독이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중국의 변화론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기대와
희망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방문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한겨레 2013/05/20), 다음 달에
이뤄진 중국 방문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3) 이와 관련하여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반도의 미래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통일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 지도층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것을 과거로부터의 분명한 변화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그
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시했던 데서 이제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 대화･협
상 순”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13/07/12). 애초에 기대로 제기되
었던 사항들이 몇 달 사이에 현실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한중공동성명은 이러한 평가가 과도한 것임을
3)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채택된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은 정
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
부･의회･정당･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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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 2013/06/27). 이는 회담에서 중국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으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했음을 의미한다(人民日报 2013/06/28).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과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관한 언급
을 피해왔었다는 윤장관의 주장과 달리,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우리나라 국회에
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한 간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胡锦涛
在韩演讲: 支持朝韩实现自主和平统一” 2005/11/17), 2010년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
인이 남북한 사이의 관계개선과 자주평화통일의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外交部: 中方一贯支持朝韩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2010/11/30).4) 따라서 남북관
계 개선과 자주평화 통일 지지라는 중국의 입장은 새로운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는 주장을 뒷받
침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의도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 시기 국내에서 중국의 변화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
다. 우선, 박근혜 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움직임이 출현
했다. 대표적으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
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
다(연합뉴스, 2013/6/29).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이다. 중국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시각은 언론에서도 제기되
었다. 한 언론인은 “중국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
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에 근본적 변화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중국공산당 관계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중국의 변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환상이고 착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배
명복 2013).
4)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후진타오 주석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이명
박 201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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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중국의 상황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과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인식과 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가 출현했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보수언론인 환구시보마저도 일련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또 핵 활동에 대한 반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주장했다(环
球时报 2013/02/16; 2013/02/17; 2013/02/18).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또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다 과감한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다소의 변화가 발생했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엔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려 들었다(黄凤志･孙国强 2013, 9).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하지
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이것이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인식
되는 것은 경계했다. 대표적으로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부장은 3월에 유엔 결의
안을 지지하면서, 이를 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The New York Times 2013/03/09).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중국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이것이 정책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대북 정책을 일부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북한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일 뿐 북한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특히 동 신문은 정책조정이 “미･일･한과 같은 편에 선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环球时报 2013/04/12). 중국의 전문가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순서상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중국이 여전히 비핵화와 안정을 동시에 강조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윤병세 장관
의 평가와 차이를 보였다. 가령, 롼쭝쩌(阮宗泽)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비
핵화와 평화안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3/08/06). 다
른 전문가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똑 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반도특별사무 부대표 쉬부(徐步)의 지적을 근거로 중국이 안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黄凤志･孙国强
2013, 12).
여기에 더해 중국은 한국에게 북한과 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 달 정도 지나고 유엔의 대북결의가 채택된 시점에서 이뤄진 전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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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시진핑은 취임 한 달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이제 갓 취임한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이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취하라는
기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다(China Daily 2013/03/21). 한국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도
다시 표출되었다(“为中韩关系和半岛稳定注入正能量” 2013/06/26). 아울러 중국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중공동성명에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자주적이고 평화
적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중국은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통해 북한에게도 6자회담을 복원할 필요
성을 강조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7/25). 리 부주석의 방북과 관련
하여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제기했다(纪明葵
2013).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 여전히 한반도 안정을 중시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이 시기 중국에서 발생한 변화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
며 따라서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서 출현한 변화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해석했음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의 의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
의 오독이 단순히 무지의 결과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
여 단정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했던 박근혜 정부가 다양한 경로와 계제에 표출된
중국의 공식적･비공식적 입장표명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만약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옳다면 중국의 의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오독과
이에 기반한 중국 변화론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출로
를 찾기 위한 정권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된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어려움에 봉착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실제로 이후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이견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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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승절 참석과 한중의 동상이몽
기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
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는데, 중국이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기보다 자신의 선호를 견지하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
듦에 따라 한중사이의 동상이몽이 점차 분명해진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대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더욱 제고되었다. 관례를 깬 동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시도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전후하여 중국이 보인 모호한 입장에 의해 더욱 증폭되
었다. 가령, 방문을 앞둔 6월 17일 류젠차오(刘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한국 기자
단에게 “중국과 북한이 군사 동맹이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의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 변화와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라는 과도한 해석이 제기되었다(조선일보, 2014/06/20). 이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다시 등장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함으로
써 도의적으로 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담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시주석
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을 다시 제기했다(杨俊锋 2014). 다른 전문가 또한 관례를 깬 시 주석의
한국방문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전환의 시기가 왔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주
펑 2014). 이러한 주장과 평가들은 중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제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과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경계하는 움직임 또한 출현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가령 한 전문가는 시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수교 22년의 실천은 한중관계 발전이 북중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함으로써 동 방문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계했다(王生 2014). 한 언론 또한 “남북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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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리려는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대해 중국의 정책
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기보다 남북관계를 제고시킬 것을 권고했다(China Daily,
2014/06/24). 이는 방문을 계기로 중국 변화론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신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 답을 제시한 셈이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한국 방문에서 자신의 의제를 구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차단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했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설립 등 당
시 중국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는 “각 측의 우려를 공평하게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人民日报, 2017/07/04).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남북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人民
日报 2014/07/04). 이러한 그의 입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표명했던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
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변화를 촉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호응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중국의 촉구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 박근혜 정부는, 특히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급변사태론을
제기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주도
하는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윤병세 외교장관 또한 2014년 1월
미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5) 이러한 상황
을 목격하면서 중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
다. 가령, 한 전문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즉, 북한을 압박하고
흡수통일 추구한다는 의구심이었다. 그 구체적 증거로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통일
준비위원회 설립과 드레스덴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 전문가는 한국에서 김정은
정권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고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전개
5) 한국에서 북한의 상황과 상관없이 급변사태론이 더욱 강화된 것은 대북 압박정책의 실효성
을 증명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경모(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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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중국에 불리하게 변화시킬 것이
라고 평가했다(王俊生 2016, 60). 다른 전문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장성택 사건
발생 이후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품었다고 규정했다(韩献栋 201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의 한 언론은 2014년 양국
공동성명에서 표출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는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南方周末
2014/12/12).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추진한다고 믿는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까지도 흡수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이러
한 노력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
써 북한에 모종의 신호를 주었지만 남북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신에 그는 한국과 중국이 협력
할 경우 북한과 미국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毕颖达 2015).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중국의 시도로서, 한국과 중국이 대북
정책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기보다 각자의 선호를 고집하는 동상이몽의 상태에 접어
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
려는 의도를 노정시켰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을 타결
하고 2015년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중국정부가 반대하는 사드배
치와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지역 분쟁에 개입하
는 것도 자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은
한 때 미국과 별개로 전개되고 또 미국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변화 여부와 그 가능성에 대해 박근헤 정부가 미국과 이견을 보인 데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둘러
싸고 근본적 입장차를 보였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6) 그러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7월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
6) 대표적으로 빅터 차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전술적으로 한국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아직 전략적으로 다가선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연합뉴스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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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15/04/01).
이러한 낙관적 평가를 반영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쟁이 촉발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참석에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비록 미국 국무부가 박대
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매일경제 2015/08/18; Cha 2015). 아울러
박 대통령의 참석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구심을 더욱 강화시
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참석을
강행했다. 그 목적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이 상황에 대한 단순한 오독의 결과만은 아니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귀국 길에 “앞으로 한반도
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2015-09-05). 그는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
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2015/09/04). 만약에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
다는 발표가 사실이었다면 이는 중국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언급하긴 했었어도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논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자주
적 해결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으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진행된 논의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찰을 입증하듯 박 대통령은 양국간 논의가 어떤 채널을 통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또 이후 한중간에 통일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밝힌 사실 가운데 일부
는 중국의 정책이 실제로 변화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조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였다”고
전했다(동아일보, 2015-09-05).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시진

128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핑 주석의 관심이 여전히 한반도 안정에 주어졌으며 따라서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었음을 제시한다. 한반도 통일이 아닌 한반도 안정이 한중간 논의의 초점이 되었
을 것이라는 점은 박 대통령이 9월 2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지적한 데서도 확인된다(오마이뉴스 2015/09/04).
시진핑 주석의 언급에 관한 중국의 보도 또한 입장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시주석은 중국이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
고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人民日报
2015/09/03), 이는 2013년에 표명했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의
관심이 통일로 옮겨가기보다 여전히 한반도 안정에 머물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통일이라는 이슈를
부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한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 오찬
결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보도 자료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연합뉴스 2015/09/02).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일을 강조하며 변화를 압박했지만 중국은 “장래”의
“평화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호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후에 전개된 행동 또한 중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의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승절 이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정권 수립 축하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10월 류윈산(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김정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고위방문이었다. 특히 그의 방문은 2013년 리위안차오(李
源潮) 국가부주석의 방북과 달리 당 차원의 방문이었고, 북한에 전달된 시진핑
친서 또한 2013년 친서와 달리 북한의 성취를 평가하고 북중우의를 강조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10/10; 人民日报 2015/10/10). 모두가 북한과
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수용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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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도한 기대와 한중갈등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임박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과도한 기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갈등국면으로 접어든다.
2016년 1월 북한은 자제하라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
험을 실시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2015년 1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아야 북중관계를 회복할 공간이 생기고 반대의 경우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양국관
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环球时报 2015/12/11).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의 경고를 무시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사무특별대사 우다웨이(武大伟)가 북한을 방문
하여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과 위성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조그마한 체면도 살려주지 않았다” (동아일보 2016/03/05). 이처
럼 북한이 기대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특히 통일문제를 함께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를 초래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가 원한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과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와 소통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핵실험 당일인 1월 6일 우리 국방부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개통된 군사 핫라인을 통해 한･중 국방장관 간 긴급 전화통화를 요청했
지만 중국은 응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이 핵실험 다음 날인
7일 미국 및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6/01/12).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한중관계가 역사상 최고
에 달했다는 평가가 과장된 것이었음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1월 8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국 외교장관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지만 이견은 분명했다.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각 측의 냉정과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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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구하고, 또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세 개의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王毅应约同韩国外长尹炳世通电话” 2016/01/08). 이러
한 입장은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중국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관측과 일치했다.7) 외교장관 사이
의 통화가 이뤄진 날짜에 발표된 환구일보 사설은 온건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대신에 동 사설은 중국에게 먼저 행동하라
고 하기 이전에 한미일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环球时报 2016/01/08).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이었는지를 확인시
켜준 대목이었다.
다음으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대북정책을 변화시
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 도출과 관련
하여 한국은 석탄과 원유수출입 금지와 같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대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차이를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차이로 규정했다. 한국이 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본 데
반해, 중국은 제재 이후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을 더 중시하며
제재가 너무 강력할 경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는 지적이었다(王俊生 2016b). 그러나 중국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촉발시킬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북한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면적 제재를 수용하려 들지 않는
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는 주장 또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의 기대에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에서는 ‘톈안먼 망루
외교’가 시험대에 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중국 경사’라는 오해를 받아가면
서 중국에 공을 들여”온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낼 차례”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서울경제 2016/01/09). 사실 이러한 기대는 중국이 변화하
7) 한중 외교수장 사이의 통화가 이뤄지기 하루 전에 제기된 중국의 한 분석은 외교부 대변인
의 발언 수위가 2차 핵실험이나 3차 핵실험 때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들어 중국이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식량 원조를 감축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中国学界关于朝
核问题的六种看法及其争论”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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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가 창출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내적
압력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중국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중앙일보 2016/01/14).
이 담화는 외견상 중국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었다. 즉, 중국에 대해 정책을 변화시키든가 아니면 결과에 직면하라는 선언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아주경제 2016/01/14). 청와대 관계자
가 이 발언을 “대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는 사실 또한
담화가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준다(중앙일보 2016/01/14).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에서도 중국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드배치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태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통해 미국과 공조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중국이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사상 최고라던 한중관
계는 급속하게 악화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1월 15일 안보리가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안보리 구성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의 대응은 대결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의 굳건한 견지와 한반
도의 혼란이 아닌 안정과 6자회담 재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王毅回应朝
核问题: 不要刺激对抗不要搞乱半岛,” 2016/01/15). 이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압
박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선호를 추구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선호는 환구시보에 의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동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은 포괄적 제재가 아닌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
된 분야에 대한 “정밀 타격식”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도주의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면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희망하는 박근
혜 정부와 차이를 드러냈다. 나아가 사설은 한국에 대해 “사드 카드로 중국을 압박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环球时报, 2016/01/27).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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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미국과 사드배치를 위한 공식협의를 개시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응했다. 공식적으로 제기된 명분은 북한의 도발이었지만, 북
한의 도발을 계기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실망’이 작용했다. 즉, 전승절 참석 등을
통해 중국을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 주석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사드배치협상을 개시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
다(조선일보 2016/02/13; 국민일보2017/03/20). 이는 중국 변화론을 추구해
온 박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배반감을 느끼고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심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또 추진함으로써 중국과의 이견도 드러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중국이 비판과 대응을 가하자 박근혜 정부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함으로서 대응했
다. 즉, 기대를 배반한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은 급격하게 중국 책임론으로 전환되었고, 그 와중에 한중관계는 심대
한 타격을 입었다.

Ⅴ. 결론
이상의 논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대가 배단당
하기보다 과도한 것이었음을 제시한다. 중국이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기에
기대를 배반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책을 변화시킬 의도를 보였
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중국이 이러한 의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수단
들이 차단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추진한 중국 변화론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음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은 중국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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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주목했던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압박하고 또 이에 호응
하지 않을 때 정권의 붕괴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대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졌다. 즉, 중국 변화론은 애초부터 과도한 기대에서 추진되었고
따라서 한중갈등으로 귀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을 단순히 중국의 의도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제기된 중국 변화
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몰랐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은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선호가 분명하게 다르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카드와 같은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정책변화를 과도하게 또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한중갈등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
함으로써 차이를 견지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마
저 드러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중국
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중 사이의 이견은 더욱 분명해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서 분명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
가 기대했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구함으로써 독자노선을 걸었고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대응함에 따라 한중관계에 갈등이 촉발되었다. 4차 핵실험이란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대북압박이 아닌 한중갈등으로 귀결되었다.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는 곧바로 중국 책임론
을 제기했다. 중국의 비협조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었다.
중국 변화론이 중국 책임론으로 전환되면서 한 때 통일논의의 대상이었던 중국은
배신감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
키려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을 변화시키
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 책임론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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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근본적 변화를 약속하거나 시사한
적이 없었다는 이상의 논의는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의 책임을 귀속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떠넘기는 것에 불과함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중국 책임론 또한 중국 변화론만큼이나 근거가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국 변화론이 과도한 기대였다는 이 글의 결론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의 정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례는
중국에게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지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
게 보여주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또 정반대로 사드배치라는 압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경계하는 중국의 선호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의 정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투고일 : 2017.07.27.
심사완료일 : 2017.08.30.
게재일 : 2017.11.30.

배반된 기대인가 과도한 기대인가? 135

참고문헌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신아세아.

김성한.

2008. “

배명복.

2013. “

안경모.

변한 듯 안 변한 중국.” 중앙일보.

10

월

29

15:1.

일.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016. “
21:2.

이명박.
주펑.

대통령의 시간

2015.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08-2013 .

남북한 균형정책’ 깬 시진핑 주석.” 동아일보. 7월

2014. “‘

일.

19

Bush, George W. 2010. Decision P oints. New York: Crown Publishers.
Cha, Victor, 2015. “A Path Less Chosun, South Korea’s New Trilateral Diplomacy”.

Foreign Affairs. October 8.
Glaser,

Bonnie

S.

and

Wang

Liang.

China-U.S. Partnership?”. The

2008.

“North

Korea:

The

Beginning

of

a

Wa shington Qua rterly. Summer.

Perlez, Jane. 2013. “China Says It Won’t Forsake North Korea, Despite Support
for U.N. Sanctions”. The

深化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空间, 挑战及应对”. 《东北亚论坛》. 2기.

毕颖达.

2015. “

杨文静.

2016. “

杨俊锋.

2014. “

王生.

New Yor k Times. March 9.

奥巴马政府对朝政策评析”. 《现代国际关系》. 5기.

中国应放弃‘负资产’朝鲜”.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7090?full=y

中韩关系的发展不会影响中朝关系”.

2014. “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

world/2014-07/5042074.html

王俊生.

中朝‘特殊关系’的逻辑: 复杂战略平衡的产物”. 东北亚论坛. 1기.

2016a. “

中国对韩国政策变化与韩中合作方案”. 연세대 한중미래포럼 발표문.

. 2016b. “

_____________

월

10

일.

28

纪明葵.

2013.

李源潮访朝为恢复六方会谈创造条件”.

“

월

7

26.

http://opinion.huanqiu.

com/opinion_world/2013-07/4174957.html

韩献栋.

朝鲜核武器, 萨德等韩中关系争议焦点分析及对策”. 연세대 한중미래포럼
발표문. 10월 28일.
2016. “

136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黄凤志･孙国强.

中美在朝核问题上的互动及其前景探析”. 《现代国际关系》.

2013. “

胡锦涛在韩演讲: 支持朝韩实现自主和平统一”.

“

11

기.

2005/11/17. http://news.enorth.com.cn/

system/2005/11/17/001166782.shtml

外交部: 中方一贯支持朝韩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

2010/11/30. http://www.china.com.cn/

international/txt/2010-11/30/content_21454264.htm

王毅应约同韩国外长尹炳世通电话”.

“

2016/01/08. http://world.huanqiu.com/exclusive/

2016-01/8345841.html

王毅回应朝核问题: 不要刺激对抗不要搞乱半岛”.

“

2016/01/15. http://world.people.com.cn/

n1/2016/0115/c1002-28059244.html

为中韩关系和半岛稳定注入正能量”,

“

2013/06/26. http://news.ifeng.com/gundong/detail_

2013_06/26/26819244_0.shtml?_from_ralated

中国学界关于朝核问题的六种看法及其争论”.

“

2016-01-07/181656147.html

2016/01/07,

http://opinion.hex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