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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7월 6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혈맹”으로 언급했다

한 적이 없다”고 항의를 민주당 의원단에게 해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는 보도가 적지 않은 반향을 여전히 일으키고 있

북중관계를 형용할 때 중국정부가 통상 쓰는 표

다.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이런 식

현은 ‘전통적 우호 관계’(传统友好关系), ‘가까운 이

으로 명명한 것은 실로 오랜만이다. 이는 냉전시기

웃’(近邻), ‘정상적 국가와 국가의 관계’(正常国家与

의 용어다. 워낙 ‘폭발력’있는 단어라 시 주석이 과

国家的关系) 등이다. 혹은 이러한 단어들이 조합된

연 그런 표현을 썼는지 자체도 논쟁이 되고 있다.

유사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29일 중국

청와대 측은 “시 주석이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

외교부 대변인 루캉(陆慷)은 중국과 북한이 “정상

어 왔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근본적으

적 우호 이웃나라 관계”(正常的友好邻国关系)라고

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한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16년 3월 8일

반면 중국 측은 비공식적으로 시 주석이 ‘혈맹’ 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중관계를 조금 더 풍

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

부하게 묘사했다. 그는 북중 관계를 ▲ “산수로 서

문제를 ‘중국 책임론’과 ‘중국 역할론’ 프레임 측면

로 연결된”(山水相连) 사이 ▲ “기쁨과 슬픔을 함

에서 바라보고,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보다 적

께 나누는”(休戚与共) 사이 ▲ “두터운 우호와 전

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통”(有着深厚友好传统的)을 나누는 사이 ▲ “국가

작금의 북중 관계 성격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와 국가 사이의 정상관계”(国与国之间的正常关系)

마련했다.

라 설명했다. 1년 뒤인 2017년 3월 8일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왕이 부장은 북중 관계를 “이와 입술처럼

중국정부는 일반적으로 북중관계를 ‘혈맹’ 혹은 ‘동
맹’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서로 의존하는 가까운 이웃”(唇齿相依的近邻)이라
고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 이 표현은 주목할 만 하
다. 역시 최근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일반적으로 북중관계를 ‘혈맹’ 혹은
‘동맹’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이번 ‘혈맹 사건’ 이전에
도 중국 인사들이 이 단어를 꺼려한다는 점이 방증
된 사건이 전에도 있었다. 2016년 8월 민주당 초선

하지만 용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의 성
격이 오늘날에도 실질적 ‘동맹’인가 하는 질문일 것이
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의원단의 방중 활동 때 였다. 중국 측 인사들이 의
원들과의 토론회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를 배치하면 중국은 북중 혈맹으로

북한과 ‘혈맹’이 검색이 안돼지만 여전히 유
효한 북중 동맹 관계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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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의 전언이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 보도된

‘순치상의’(唇齿相依)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

이 내용을 전해들은 중국측 참석자가 “그런 발언을

성이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하면서 쓴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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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오는 유사한 ‘순망치한’(唇亡齿寒)이란 표현

한다고 주장했지만 버림받은 것은 그였다”라고 평

을 쓰며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냉전시기 북중관계

했다.

를 정의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독립자주외교’를

중국외교부 웹사이트(http://www.fmprc.gov.cn/)

표방하면서 그 핵심으로 ‘비동맹원칙’을 강조하고

에 북중 관계 관련해서 ‘血盟’(혈맹)을 키워드로 검

있지만 그럼에도 북중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색해보면 아무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번 ‘혈맹’ 논란처럼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한

중국외교부가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이상
의 관례적 표현은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중

북한과의 동맹조약은 여전히 ‘조용히’ 지속되고 있
는 셈이다.

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시진핑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을 대표하는 발언이
기에 정상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욱 사전에 준비 조율되어진 발언을 충실히 사용
한다. 심지어 시진핑은 2013년 오바마와 만난 써니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
실을 발견한다. 그것은 놀랍게도 북중 동맹이 어떤 면
에서 한미 동맹보다 더 끊기 힘들게 처음부터 ‘설계’되
어 있다는 점이다.

랜즈 회동에 두꺼운 자료 바인더를 들고 와서 현안
별로 준비된 발언만 하는 모습을 보여서 편안한 분
위기에서 솔직한 대화를 가지려했던 미국측을 애타

한미 동맹 보다 더 ‘끈끈한’ 북중 동맹?

게 했다. 이는 미중 양 정상이 ‘노타이’로 격의 없이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미중 현안과 북한 문제를 토의하고 개인적 신뢰 관

사실을 발견한다. 그것은 놀랍게도 북중 동맹이 어

계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언론 보도와 상당히 거

떤 면에서 한미 동맹보다 더 끊기 힘들게 처음부터

리가 있다.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은

그러기에 이번 한중 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이 ‘혈

쌍방중 일방이 1년 전에 해지 통고를 하면 조약이

맹’이라는 중국 정부가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지가 가능하도록 합의되었다. 하지만 북중동맹은

는 보도는 중국 관찰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샀다.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용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의 성

(7조)라고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부부가 이혼을 하

격이 오늘날에도 실질적 ‘동맹’인가 하는 질문일 것

려고 할 때 양쪽 모두가 이혼하겠다고 할 때만 비

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로서 이혼이 성립하지, 어느 한쪽만 이혼하겠다고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부터 현재까지 여

하면 이혼이 안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히 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

둘째, 북중 동맹에는 한미 동맹에는 없는 ‘자동개

의 도발에 중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여

입조항’이 있다. 이는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을 가

러 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르는 가장 큰 핵심적 차별점이다. 북중 동맹 제2조

를 조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번

는 “조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했

도 한 적이 없다. 2013년 북한 제3차 핵실험 후 “중

을 때는 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는 칼럼을 영국 파이낸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엔 또

셜 타임스에 썼던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쉐

한 군사 지원의 ‘즉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시(學習)시보의 전 부편심(副編審=심의 책임자) 덩

한미 동맹 제2조는 “조약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

위원(鄧聿文)은 오히려 공산당 기관 직장에서 본인

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당시 중국

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 한다”는 내용으로

인민대학의 한 교수는 “덩은 우리가 북한을 버려야

되어있다. 일국이 공격당하는 형국인데 단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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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만 하는 것은 대응의 ‘의무성’을 명시한 북

단어가 사용된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북중 관

중 동맹과 차이가 확연하다.

계는 과거에 선혈이 응고되어 형성된 우방 국가였

셋째, 북중 동맹에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규정

다. 이러한 관계는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

하는 조약에는 흔히 볼 수 없는 “형제적 우호 합작

이다”(中朝关系曾经是鲜血凝成的友邻国家，这种关

상호 조력 관계”(兄弟般的友好合作互助关系)라는

系不会发生根本性变化)였다. 한중관계 내막에 정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형제적 우호관계’는 한

통한 또 다른 인사에 의하면 당시 시 주석이 사용

미 동맹 조약 혹은 다른 조약에 없는 표현이다. 또

한 표현은 “소위 북한과는 혈맹의 관계를 맺어오고

한 신중국이 성립(1949년)된 후 중국의 첫 번째 동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맹국이자 당시 가장 중요한 우방인 소련과의 동맹

아니다”였다 이다. 둘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일치하

조약(1950년)에도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다.

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진핑이 북중 관계에 대
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북중 동맹에는 한미 동맹에는 없는 ‘자동개입조항’
이 있다. 이는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을 가르는 가장
큰 핵심적 차별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동맹 조약은 오
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조약
으로 당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각별한’ 사이를 보
여준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중 동맹 조약이 냉
전 시기의 조약으로서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는

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언론은 이러한 부분
을 잡아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중 동맹 조약이 냉전 시기의 조약으
로서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같은 논리로 “냉전이 종식되었
는데도 왜 중국은 냉전 시기에 북한과 체결한 동맹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같은 논
리로 “냉전이 종식되었는데도 왜 중국은 냉전 시기
에 북한과 체결한 동맹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

‘혈맹’ 단어에 민감하면서도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중국

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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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의 동맹의 경우 애초부터 조약 기간을 ‘30년

시진핑은 국가부주석 신분이던 2008년 6월 17일

만기’로 설정해놓았고 이는 나중에 소멸되었다. 중

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부주석이 된 후

러 관계가 냉전 시기처럼 다시 각별해지고 있다는

첫 해외순방길이었고 첫 방문지였다. 평양에 도착한

현재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 그

시진핑 부주석은 만수대언덕을 찾아 김일성 주석의

리고 이러한 사실은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동상에 꽃바구니를 헌화했다. 시진핑은 “중조 두

(전인대) 대변인이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나라는 산과 물이 잇닿아있고 두 나라 노세대 혁명

에 최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중

가들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공고발전되어온 중조친

국이 유독 말을 사리고 조심스러워한다. 이번 시

선은 공동의 재부”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주석 ‘혈맹’ 사건의 경우에도 중국측이 비공식 경로

의 장위 대변인은 시 부주석의 방북에 대해 “두 나

를 통해 즉각 항의를 제기해 왔다. 그런 단어를 쓴

라 간 전통 우의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협력과 우

적이 없다고 말이다.

호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부주

중국측 인사에 의하면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정

석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함으로써 냉

상회담에서 쓴 단어는 ‘혈맹’이 아니라 “선혈이 응고

전 시기 북중관계 특수한 전통을 답습했고 자신이

되어 형성된”(鲜血凝成)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담임할 차기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정세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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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혈맹’ 논란을 계기로 살펴본 현재의 북중 관계

중요시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 되었다. 하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공식적으로 동맹관계이면

만 2013년 국가 주석이 된 후로 시진핑은 아직 북

서도 말이다.

한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북중 정상회담도 성사

가장 확실한 대답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북중 관계가 ‘최악’이

이를 금지 단어 목록에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언론을

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 단

인용하여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북중 동맹이 사실

어가 불러일으키는 외부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한

상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것이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최근 중국 당국은 반
(反) 체제 양심수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

중국이 북중 관계를 ‘혈맹’ 혹은 ‘동맹’이란 용어로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중국이 그 논란을 잠재우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용어를 안썼다고 애써 강
변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실제 외교 행동으로 보여주
는 것일 것이다.

보(劉曉波)의 죽음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
제적 관심을 부를 것을 우려해 그의 이름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아예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해버
렸다. 북한 문제에 있어, 공식적으로 ‘비동맹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에 ‘북한 예외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중 동맹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은 엄연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관

를 ‘책임있는 대국’(负责人的大国)으로 표방하는 중

건적인 시기에는 오히려 북한편을 확실히 두둔하는

국이 알고 보니 국제 사회의 ‘문제 학생’인 북한과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단짝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내심 주목받고 싶지 않

16일 중국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겅솽(耿爽) 대변

아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보자면 북중 동

인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중관계에 “악영향”(负

맹의 긴밀함이 강조되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面影响)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자, 오

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도 더 거세진다. 그렇지만

히려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 이웃이며, 양국은 우호

중국이 북중 관계를 ‘혈맹’ 혹은 ‘동맹’이란 용어로

적 왕래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中朝是友好近邻,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중국이 그 논란을 잠재

两国有着友好交往的传统)라고 답변했다. ‘우호’란

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용어를 안썼다고 애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 그런 우호적 관계를

써 강변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실제 외교 행동으로

맺고 있는 북한인데 왜 중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굳이 북한과의 ‘혈맹’ 혹은 ‘동맹’이란 단어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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