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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랴오닝(遼寧)성

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

다롄(大連)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는 비핵화)’ 대신 더욱 높은 수준의 ‘PVID(영구적이

가주석과 두 번째 회동한 것이 여전히 여운을 남기

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용

고 있다. 분석이 아직 미완이라는 의미다. 한국을

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핵무기 포기의 범위와

방문하는 해외 연구기관들도 다롄회담의 의의에 대

수준을 종전보다 높은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을 뿐

해서 궁금함을 토로한다. 과연 북·중 관계에서 전례

만 아니라 협상의 의제를 확대하여 생화학무기, 심

를 찾기 힘든 단기간 내 두 차례 방중이다(1차 방중:

지어 인권 문제 등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파

3월 25~28일. 2차 방중: 5월 7~8일). 사상 첫 북미

악되고 있다. 두 번째 의제 역시 실은 첫번째와 연동

정상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이 불과 43일 만에 시진

되어 있다. 북미 협상이 실패할 최악의 경우를 대비

핑 국가주석을 다시 만난 것은 그 의도와 의미가 심

하여 중국이라는 ‘안전핀’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둘의 만남 후에 도널드

다. 세 번째인 싱가포르까지 ‘비행 테스트’는 본질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강경해진 태도의

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번째

배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있을 개연성을 공

방중에 이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선희

공연히 언급함으로써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대미 외교라인 관련 인물들이

이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궁

총망라되어 출동한 것 자체가 방문의 성격을 시사

금증이 모이고 있다.

한다.

중국 관방 CCTV는 다롄에서 김정은이 시진핑과
함께 다정히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담소를 하는 장
면을 송출하였다. 두 사람 뒤로는 새가 날아가는 낭
만적인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그들이 나눈 해변에서
의 ‘밀담’은 낭만적인 내용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
정은 재방중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으로 파악

김정은 재방중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첫째, 미국의 높은 비핵화 요구사항에 대해 시진
핑에게 조언 구하기. 둘째,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한 중국의 지지 확보. 셋째, 싱가포르 회담에
대비한 테스트 비행 목적이다.

되고 있다. 첫째, 미국의 높은 비핵화 요구사항에 대
해 시진핑에게 조언 구하기. 둘째,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한 중국의 지지 확보. 셋

북중관계 회복

째, 싱가포르 회담에 대비한 테스트 비행 목적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는 첫 번째, 미국의 높은

북중 양국은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극(2011

수준의 요구에 대해 압력을 느낀 북한이 중국에

년 12월)한 후, 그리고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SOS’를 친 것으로 중국측 인사들은 인식하고 있

등극(2012년 11월)한 이래 금년 두 번의 회담을 갖

다는 점이다. 미국 쪽은 기존의 북한 비핵화 방법론

기 이전에 단 한 번도 회담을 가지지 않았다.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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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재방중 평가

경험이 전무한 어린 지도자 김정은을 과소평가하는

의 관방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은 북한의 부탁을 대

중국측의 태도에 북한의 자존심이 상한 적도 있었

부분 들어주고 수용하는 모양새다. 그것은 또한 외

고, 시진핑 집권 후 ‘강대국 DNA’를 더욱 드러내면

부 ‘오디언스’를 다분히 의식한 ‘보여주기’ 대외 정치

서 북한의 버릇을 고치려는 중국의 도도한 자세가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중국 패싱론’을 유발한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간에 접점을 찾기가 힘든 것

두 개의 국가, 즉 한국과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가

이 원인이었다. 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등 현안

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을 둘러싸고 북중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양국은

유독 강조하는 것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 다시

그 와중에서도 만남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말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종주국’은 결국 중국이라

모습도 꾸준히 보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북중 정상회담은 세계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키

수 있을 것이다.

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
을 표방한 시진핑 중국은 핵개발을 하는 북한의 지
도자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자연히 정상회담 개
최를 막는 정치적 부담이었다. 그점에서 올해 들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자 이는 북중 정상
회담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인

두 번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최근 들어 확실한
‘친북’ 행보로 보답하고 있다. 다롄 회담에서 다루어졌던
의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중국과 북한의 관방 언론 보도
를 보면 중국은 북한의 부탁을 대부분 들어주고 수용하는
모양새다.

식되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빼면 북중 양국이 서
로 불편해 할 모순이 없는 정치적 구조라고 본다. 김

한국 ‘중재자’ 역할과 한중 소통

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중국이 북한과 정상회
담을 할 수 있는 대외적 명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이전까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해 주기도 원하지만, 한편으로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책임론이 제기되면 중국의 영
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런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빼면 북중 양국이 서로 불편해 할
모순이 없는 정치적 구조라고 본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중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대외적 명분
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완
전히 회복시키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와중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무난한 중재자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
고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다. 우선 한국의 문재인 정
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미
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도 통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국은 자

특히 미국과의 무역갈등, 남중국해 갈등, 사이버

신이 나서는 것을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

해킹, 대만 문제 등 관계 악화의 시점이고, 북핵 문

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진보정부인 문

제가 미중 사이에서 누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보다 미국과

잡는가의 성격을 갖는 상황에서 북중관계 회복은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중국에게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의 의미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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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보면 북핵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한반
도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중국으로서는 북

두 번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최근 들어

한의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정상회담 ‘러브 콜’이 반

확실한 ‘친북’ 행보로 보답하고 있다. 다롄 회담에서

갑다. 김정은이 두 번 방중한 이유는 조금 달랐지

다루어졌던 의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중국과 북한

만, 그를 맞이하는 중국의 입장은 같은 태도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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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내 평가김정은 위원장의 재방중 평가

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그들 표현대로 ‘주변화(周边

‘차이나 패싱’

话)’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즉, ‘차이나 패싱(中国被
边缘论)’을 불식하는 것이다. ‘차이나 패싱’은 그 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중국이 배제된 한국전쟁 종

체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

전선언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

지만 ‘북핵 드라마’를 관전하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추지 않는다. 한국에서 정부에 조언을 한다고 알져

‘차이나 패싱’이 등장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

진 일부 주요 학자들이 공개 포럼 등에서 “중국이

킴으로써 이 세기의 협상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

비핵화 논의에 숟가락을 놓으려고 한다”고 중국에

드는 측면이 있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담론 시장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리

(market place for ideas)’에서 ‘차이나 패싱’은 넓

고 이들이 한국 정부의 의도를 은연히 대변하는 것

게 유통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자존

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심을 매우 크게 손상시킨 점은 분명한 듯 보인다. 지
난 수년 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던 북중 양국이
마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둘의 관계를 ‘세상에
서 유일무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등
매우 과장된 애정 퍼포먼스를 하는 배후에는 위에
서 짚어본 상호간의 이익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이

지난 수년 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던 북중 양국이 마
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둘의 관계를 ‘세상에서 유일무
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등 매우 과장된 애정
퍼포먼스를 하는 배후에는 위에서 짚어본 상호간의 이익
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언론 중 거친 언사를 사용하기로 잘 알려진
중국은 한국의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보다 미국과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것
이 못마땅하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5월 29일 논설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논조가
요즘에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히 가소롭다(尤
其可笑)”고 저잣거리의 표현을 쓰며 반박했다. 이와

중국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한국

관련, 5월 31일 중국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

이 중국과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역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이른바 3자만 참여하는

내심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중국

을 제껴놓은 채 북한하고만, 그리고 미국하고만 소

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

통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남북

으로서 계속해서 응당한 역할을 할 것(作为半岛问

한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신년사를 발표하자 한

题重要当事方和当年《停战协定》缔约方，中方一直并

국이 바로 이웃인 중국하고 의견 교환하지도 않고

将继续为此发挥应有作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바로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서 중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 남북미 3자 종

국은 섭섭했고, 또한 한국이 중국한테 귀뜸하지 않

전선언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중국측의 모종의 양해

고 작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때 중국의 남쪽 도시

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확인이

쿤밍(昆明)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을 한 것에 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도 중국은 섭섭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과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선언은 한반

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한미 사이에 오가

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패싱’ 불안감을 자극한 시

는 대화에 있어 중국측에 충분히 말을 해주지 않는

발점이 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다고 의심한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필요 없고 북한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격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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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재방중 평가

지정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외부 변수였던 중

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 정

국의 지분은 자연히 추락하게 된다. 두 차례 정상회

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당사자들끼리의 심

담을 통한 북중관계 정상화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도 깊은 논의를 통해 높은 수준의 타결을 볼 수 있기

에 있어서의 주도권과 개입권을 다시 확보했다고 본

를 희망하는 듯하다. 이 관찰이 맞다면 이는 과거 북

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단행

핵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관성적 접

한 것은 북핵 문제가 한국과 미국 주도에 의해 현상

근법에서의 유의미한 궤도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북한에 대한 ‘비핵화’와

이다.

‘한반도 영향력’ 확보 중에서 후자쪽이 더 중요하다
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듯 하다.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의 문제가 제기된다. 복잡
한 북핵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제기
될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단행한 것은
북핵 문제가 한국과 미국 주도에 의해 현상변경될 가능성
이 높아지자 북한에 대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향력’ 확
보 중에서 후자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듯 하다.

론화하여 굳이 북핵 문제의 중요 관련국인 중국의
자존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
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오
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외교 역학 측면에서 한국은 또한 중국에 대
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충분히 있는지도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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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잡한 북핵 협상에서 변수를 최대한 줄

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에 있어 지금껏

부족한 한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을 빼고 진행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중국이 잠시

하려 하면 뜻대로 안될 수 있고 중국의 일부 인사들

한 발 뒤로 물러난 지점에 무게중심을 두었으면 주

이 피력하는 것처럼 중국은 오히려 ‘방해’ (打乱)하

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듯하다. ‘중국 변수’를 최

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