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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진행되었음.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
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부족한 형편임. 이를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봄.
◯ 중국 언론은 북핵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한국
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함.
- 중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
인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서
찾고 있음.
◯ 중국 언론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함.
- 이는 상황이 후퇴하고 심지어 2017 년의 ‘화염과 분노’ 시점으로 돌아갈 경
우 더 위험하기 때문임.
◯ 중국은 한국의 ‘중재’ 역할이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
이 ‘한국은 미국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봄. 즉, 남북 사이 ‘신뢰의 문
제’가 있고 이는 미국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함.
◯ 중국 언론은 한국의 중재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막상 북한과 비교할 경우에
는 양쪽 사이에 중간 ‘균형’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임.
-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어서 상황이 개선된 경우에도, 중국
은 ‘북한의 상응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남
과 북의 노력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고 있음.
※ 이는 한반도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이 양쪽 사이에 전개하
는 ‘균형정책’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함.
◯ 중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꼭 한국만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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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은 아니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 즉, 중국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표시함. 이는 최근 시진핑 평양 방문에서
다시 강조됨.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레
토릭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시진핑 주석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적극 관여할 것을 사
실상 표명한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공동 중재자’ 역할을 제안할 수
있음. 이는 이러한 표현이 적시 되지 않고도 ‘한중간 정책 조율을 높이자’
는 제안이나, ‘한중이 북핵 문제 로드맵을 공동 연구하자’는 식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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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 싱가포르 북미회담 1주년을 맞아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관심
과 평가가 대두됨.1)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 포지셔닝(positioning)하는 전략을 취
함. 그 후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가 전개됨. 예를
들어‘워싱턴 포스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미북협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credibility)이
시험대에
올랐
다”(2019.03.15.)고 보도함2)으로써,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동
시에 이에 따른 도전을 지적함.
❍ 관련 담론은 특히 3월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라고 말하여 공론화된 후 전개되고
있음 3).
❍ 한편, 중국 역시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주목할 것은,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같은 시기
에 펼쳐진 북미 회담 와중에서 중국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관망하
는 자세를 취했음.

1) 이 글 작성에 도움을 준 조창완 중국 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전 국장, 서울대국제대학원 민
현종 조교에게 감사를 표함.
2) "After Hanoi breakdown, Moon’s credibility as U.S.-Korean intermediary is on
the line." Washington Post. 2019.03.15.
3) 2019년 3월25일 뉴시스는 최선희 평양 기자회견 녹취록을 근거로 최 부상의 발언은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최 부상의 '플레이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함. "[단독]최선희
"文대통령,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이해할만 해." 뉴시스. 2019.03.25.
http://m.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325_0000598599&cID=10301&pID=1030
0#Red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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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북한을 축으로 다양한 양자간 회담이 시작된 2018년 3월부
터 2019년 6월 평양 북중정상회담 전까지의 북미 북핵 협상은 어떤 면
에서 보자면‘여론 시장’ (opinion market)에서 중국이 빠진 채, 북한,
미국,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한국, 이렇게 3자 행위자가 리드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론화가 이미 진행되었음.
❍ 대조적으로, 중국의 역할, 특히 본고의 관심사인 중국이 한국의 ‘중재
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부족한 형
편임.
❍ 이에 본고는 중국의 언론 보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보는 한국의 ‘중
재자’역할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 봄.
❍ ‘중재자’란 명칭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이나 북한
두 당사자가 한국을 명명한 것이 아닌 한국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자
리 매김한 일종의‘미션 스테이트먼트’ (mission statement)이기 때
문이기도 함.
이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
명이기도 함.
※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연설4).
※ 한편, 2017년 5월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
(negotiator)라고 묘사함. 이는 어떤 면에서 한국이 내세운 ‘중재자’ 역할 자
체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협상전략’이라는 함의를 가지게 됨.
❍ 동시에, 한국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국제 사회가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 가의 문제가 대두됨. 스스로의 인식과
타자(他者)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그것을 짚어 볼 필요가 있
음.

4)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한국 주도로 풀 것”." VOA. 2017.06.29.
https://www.voakorea.com/a/3921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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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인식’의 문제는 ‘팩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임.
❍ 더불어 쌍방 사이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
을 경우 중간에 끼인 중재자는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당신은 누구편인
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내심 중재자가 자
기편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작용하기 때문임.
예컨대, 2019년 4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
측은) 제정신 가지고 민족의 이익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함.
※ 여기서 김 위원장이 사용한 ‘당사자’의 의미는 한국이 민족편을 들어야 한다
는, 다시 말해 사실상 북한편을 들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현 한국 행정부의 중재자론에 대해 원색적인 비
난 언사를 쏟아냄. 김 위원장은 한국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은 "한국이 중재자 아닌 동맹의 편에 서
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 (조선일보. 2019.04.12). 예를 들어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은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
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말함.
-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로 한·미는 절대적으로 역할을 함께 공유해
야 한다"고 함.5)
❍ 이렇듯 한국의 ‘중재자’역할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한국 언론
에도 많이 소개되고 여론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 관해
서는 소개되지 않은 형편인바 이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함.

5)

"美상원의원들

"한국,

중재자

아닌

동맹의

편에

서야".

조선일보.

2019.04.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2/2019041200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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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 언론의 성격
❍ 중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에 대한 토의에 앞서 중국
사회주의 언론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먼저 짚고자 함6).
❍ 중국에서 언론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지도사상과 당의 노선을 준수하
고, 당과 인민의 관계를 결합시키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실을 보
도하는 하나의 선전·선동(宣傳煽動) 조직이자, 여론기관으로서의 성격
과 임무’를 갖고 있음.
가. 중국 언론의 사회·문화적 배경
❍ ‘사실’(fact)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을 중시
-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약 8만 6천명이 사
망하였을 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지진 피해지역이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차량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작업
초기에 인민해방군 낙하산부대요원(空降兵)들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군
인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음.
- 중국 기자들이 이 사실에 대한 보도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공산
당 지도부에서는 소위 ‘대국의식(大局意識)’을 근거로 ‘보도 금
지’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대국의식’이란 중국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기자 윤리’로서, ‘전반적인 큰 형국을 고려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 보도해야 한다는 의미임.
- 많은 지진 피해 희생자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침통한 상황인데 더구나
구조작업을 위해 투입한 인원들마저 사망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
려지면 국민들 사기가 더욱 저하된다는 논리임.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을 하는 것이 국
익에 도움이 된다는 체제논리임.
6) 이는 본고의 출판 전 토의과정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기도 함. 중국 언론의 성격에 대
해서 ‘한국과 다르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해서 소개의
필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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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 부합 여부가 ‘대국의식’을 결정
- ‘대국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국가 이익’으로서,
즉 ‘눈앞의 사실’보다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국익의 안목에서, 그
리고 사회안정을 고려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논리 하에
서는 언론이 체제 옹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나. 중국 저널리즘의 특징
❍ 중국식 저널리즘 : ‘사실’보다 ‘진실’을 중요시
- 이와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는 ‘중국식 저널리즘’은 객관적 ‘사실
(fact)’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서방식 저널
리즘 이데올로기’와 상이하며, 중국 저널리즘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사실’ 자체가 꼭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중국 저널리즘은 ‘사실’보다는 ‘진실(truth)’을 전달하는 것이 언
론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 즉,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진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소위 ‘사회주의 진실’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당(黨)’ 이란 점임.
※ “신문 매체의 가장 중요한 직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실·정확·전
면·객관성을 통해서다.”(新闻媒体的首要职能是传播信息，通过真实、准确、
全面、客观的新闻).
※ 위 언급은 중국 공산당의 언론교육 문건에 나오는 내용으로, ‘진실’이 가
장 처음, ‘객관’이 가장 나중에 나옴에 유의.
❍ ‘무오류(無谬误)’의 공산당이 ‘진실’을 결정
-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의 논리로 보면, 당은 오류(谬误)를 범하지 않으
며, 그러한 ‘무오류’의 공산당이 ‘진실’을 결정하고, 기자의 역할
은 ‘당이 결정한 진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언론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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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중국공산당 체제의 언론관을 깨닫지 못하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중국의 신문이나 미디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컨대, 중국 원자바오(温家宝) 前 총리는 서방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
주’를 강조하곤 했는데, 이를 ‘중국도 내심 민주를 원하고 있다’고 말그
대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음. 그러나 그가 말한 ‘민주’는 ‘서방식 민주
(democracy)’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영도 하의 민주(中国共产党领导下
的民主)’란 뜻이었음.
※ 이처럼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조차도 중국 특색의 체제논리에서는 전혀 다른
뜻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 요컨대, 중국은 공산당의 정권유지를 위해 다양한 체제논리를 개발했
으며, 언론도 이러한 체제유지 수단의 일종임.
❍ 자본주의사회보다 언론을 더 ‘중요시’
- 흔히 ‘중국엔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언론을 소
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중국 공산당은 지상최대 과제인 공
산당 집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 체제 논리를 개발했으며, 언
론을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 신문(중국에선 이를 ‘당보(黨報)’라고 함)
인 ‘인민일보’의 ‘총편집(總編輯, 한국의 ‘편집국장’에 해당)‘
직책은 장관급(正部級)인바, 언론관리 실패는 정권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임. 특히 중국 당국은 구소련 붕괴의 원인을 경제개혁 실패
외에도 언론통제 실패에서 온 민심이반으로 보고 극도로 경계함.
다. 중국 당국의 언론관
❍ 언론을 ‘전쟁터’(阵地)로 간주
-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종종 중국의 언론자유 침해 상황을 비판할 때
마다 중국 정부도 이에 지지 않고 외교부를 통해 “중국은 언론자유
를 보장하고 있다(中国保障中国公民言论自由)”고 매번 반박하고 있으
나, 이는 중국에 서방과 같은 언론 자유가 있다는 뜻은 아님.
- 중국 정부의 언론 대변인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정
해진 ‘진실’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 진실은 오류가 없는 공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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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사회주의 진실’이며, 이러한 것이 중국 내부의 체제논리
임.
- 즉, 중국 정부 대변인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발언(political
statement)’을 하는 것임. 이를 서방국가가 다시 반박하면, 중국은
또 이에 질세라 “서방 국가가 중국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반박함.
※ 마오쩌둥(毛澤東)은 언론을 ‘전쟁터(阵地)’라고 했는바, 중국은 그 정도의
각오로 ‘진실’을 사수할 결심이 되어 있음.
- 거칠게 말해, 중국 언론은 공산당과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선전’하는 것이지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님.
❍ 마르크스주의 신문관(馬克思主義新聞觀)
-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언론관’을 ‘마르크스주의 신문관(馬克
思主義新聞觀)’이라 하여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서 가르치고 있
음. 이런 마르크스 신문관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 블럭의 해체 후
체제위협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칭화대학(清华大学) 신방과 등 중국
의 명문대학에 개설한 언론전공 필수과목이며, 현재는 중국 내 대부
분의 다른 대학에서도 가르침.
- 내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상당히 예측가능한 것들로서, 특히 공산당의
산하 언론사, 즉 ‘당보(黨報)’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공산당 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산당의 정신에 따라 기사 편집을 해야 할 것을 강
조함.
라. 중국 언론 연구의 필요성
❍ 연구대상으로 여전히 ‘특수’한 중국, 그리고 중국 언론
- 연구대상으로서의 중국은 여전히 ‘특수’한 면이 있으며, 그것은 중
국 언론도 예외가 아님. 한국 등 외국 학자들이 중국의 상황을 분석
할 때 중국의 언론보도를 많이 참고하는데, 그럴 때 이와 같은 중국
사회의 ‘현실’(중국인들은 이를 ‘国情’이라 함)을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중국 언론 중 특히 ‘환구시보(环
球时报)’가 한국 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환구시보에 나온 사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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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측 시각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지 여부가 한국 정책커뮤
니티에서 종종 논쟁이 되고 있음. 이 역시 중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임.
- 또 하나의 예로, 2014년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이 “중국은 한
반도 문제에 있어 ‘레드라인’이 있다 (中国在朝鲜半岛问题上有“红
线”)고 발언한 것을 꼽을 수 있음.
- 한국 언론은 이 발언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고 한 것’이라고 풀
이했는데, 실제 당시 문맥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과 진행하는 한미연
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경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함.
※ 중국은 한미군사훈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표출해 왔으며, 이것이 한반
도에서 전면적 무력 충돌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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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국 언론의
인식
가. 언론 보도에 드러난 중국의 입장
※ 중국 언론에서는 ‘중재자’라는 표현 대신 ‘조정자’라는 의미에 ‘调停者’
라는 표현을 주로 씀.
❍ 중국은 북핵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한국
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
❍ 중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
티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서 찾고 있음 (新华网, 2018.09.19.)
이와 관련, 중국은 2018년 당시 북핵 교착 국면에서 남북 9.19 평양공동
선언을 추진한 ‘한국의 적극적 (积极)인 역할’을 평가함 (环球时报.
2018.09.19.)
※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한 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人民网.
2018.09.22.)
❍ “비록 미북회담이 교착국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변함없이 북한에 대
한 매력공세(魅力攻势)의 큰 보폭을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있다.”
※ “即使在美朝核谈陷入僵局时，韩国仍然大步向前推进对朝鲜的魅力攻势” 莽九
晨,
“美朝核谈陷入僵局
文在寅访朝半岛再现积极信号.”
环球时报7).
2018.09.19.
❍ 한편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미국이 내보내는 일련의
신호는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게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가 회담을 가지는 시기에도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 “美方不断释放出的一些信号让人不无担忧，比如就在此次朝韩领导人会谈之
际，美国仍在寻求强化对朝制裁.”江亚平,
“新华国际评论:”
新华网.
2018.09.19.

7)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8-09/13055905.html?agt=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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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관대한 경제급부를 제공하기 전에 김정은이 반드
시 양보해야한다고 믿는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은
강경정책은 한결같이‘완전히 실패’(彻头彻尾的失败)할 것"이라고 한
다.”
※ “特朗普政府认为在美国慷慨解囊之前金正恩必须做出让步。文在寅政府说，过
去类似的强硬政策一直是“彻头彻尾的失败”。莽九晨, “美朝核谈陷入僵局 文
在寅访朝半岛再现积极信号.” 环球时报. 2018.09.19.
나.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중국 언
론은“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완화의 수혜자”라고 운을 뗀 뒤, 중국
의 역할과 함께 한국의 역할도 강조함 (环球时报. 2019.03.01.)
❍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두 번째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했
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득점(得分)했으며, 한국과 중
국 또한 한반도 상황 완화의 수혜자(受益方)다. 상황이 후퇴하고 심지어
2017 년의 시점으로 돌아갈 경우 긴장의 완화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들과 역량은 손실을 입을 것이다. 트럼프팀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승리할 수도 없다. 모두가 명심할 것은, 평화 과정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혼돈으로 되돌아가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需要看到，即使第二次金特会无果而终，美国和朝鲜领导人迄今都是得分的，韩国
和中国也是半岛局势缓和的受益方。如果局势往后退，甚至回到2017年的原点，曾
因局势缓和而受益的所有人和力量都要蒙受损失。特朗普团队决不可能做到进也赢，
退也赢。大家都要清楚，和平进程难以把控，但是重回混乱将意味着风险和不确定性
更要大得多。” “社评：准备不足让第二次金特会虎头蛇尾.” 环球时报8).
2019.03.01.
❍ 중국 외교부 역시 비록 하노이회담이 결렬됐지만,“대화를 추진하기 위
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함 (澎湃新闻. 2019.04.02.) "우리는
... 한국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 “我们...对韩方为推动对话、推进半岛问题解决所作努力表示赞赏.”
于潇清,
“韩美同日就半岛局势释放积极信号，外交部回应：欢迎”
澎湃新闻.9)
8)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3/14440512.html?agt=15422
9)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2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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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이처럼 중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한번
도 부정적인 기사를 싣지 않음. 하지만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함. 중국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혈맹’인 점도 인식해야 함.
다. 중국은 남과 북의 노력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고 있음
❍ 남북 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거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
질 때 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은 남북 사이의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보다는‘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
※ 이는 한반도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 전개
하는 ‘균형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중립’ 태도는 2010년 ‘천안함’폭침, ‘연평도’폭격 사건
당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하기는커녕, 피해자인 한국과 가해자인 북한
양쪽 모두에 ‘침착’(冷静)과 ‘자제’(克制)를 당부한 것10)과 맥락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중국정부의 대(對)
한반도 3대정책기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틀 안에서 운용되고 재해석 된다고 볼 수 있음.
❍ “올해 들어 북한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에 있어 하나의 하이라이트였다.”
※ “今年以来，朝韩双方为纾解半岛问题作出的积极努力和取得的令人瞩目的成
果，成为半岛问题寻求解决进程中的一大亮色.”江亚平, “新华国际评论:” 新华
社. 2018.09.19.11)
❍ “이번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은 북남관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 “此次‘文金会’推动了朝韩关系更上一层楼.” 严瑜, “文在寅首次访朝收获不
小” 人民网.12) 2018.09.22.
❍ 북남 쌍방이 긴밀하게 상호작용 (互动)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보
여준 인내심과 의지는 미국측도 뭔가 감동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
10) "中国希望“天安”号事件各方冷静克制、妥善处理." 中国政府网. 2010.05.24.
http://www.gov.cn/govweb/jrzg/2010-05/24/content_1612747.htm
11) 평양발 신화통신사 기사. 江亚平. "新华国际时评：面对朝韩会晤美国应有触动." 新华社.
2018.09.19.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9/19/c_1123453113.htm
12)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8-09/22/content_18827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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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朝韩双方的密切互动，为半岛问题解决而展现的耐心和毅力，应令美方有所触
动” 江亚平, “新华国际评论:” 新华社. 2018.09.19.
라. 남과 북의 노력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지만, 표기 시에는‘북’을 ‘남’보다
먼저 표시함
❍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표기시‘조한’(朝韩)이라고 하여 북한(朝)를
한국(韩)보다 앞에 오게 표시하는 관례를 이번 경우에도 유지함.
※ 이 관행적인 표기방법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를 기술할 때에도 적용됨. 예를 들
어 한국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중미 무역전
쟁’이라 하여 중국을 미국보다 먼저 표시함.(로동신문 2019.06.09.) 이는 혈맹
인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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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가. 한국의 중재 역할보다는 북한의 건설적인 역할을 더 심층 있게 다루고,
북한의 부정적인 역할은 축소 보도 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의 주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도 중국 언론은, 북한의 노력이 비
등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음
❍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기사 후미에 항상 남북 간의 합의내용을 요약, 정
리하여 ‘남북’의 대화 및 협력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북한의 부정적인 조치 (신형무기 개발, 인민군 시찰)에 대해
서는 서방 언론의 우려를 배제하고 ‘드라이’하게 사실관계 만을 언급
하거나 로동신문 등 북한 관방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읊는 모습을
보여줌 (人民网. 2019.04.18.; 新华网. 2019.04.18.)
나. 북한에 대한 비판 자제
❍ 중국공산당의 공식 당보(党报)인 인민일보의 웹사이트는 4월18일 김정
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실험을 참관한 것을 보도함. 보도의
특색은 서방 언론 보도에서 보이는 우려를 담지 않고, 북한 조선중앙통
신 보도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임.
❍ 김정은은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을 참관하고 자랑스럽게 “조선의
국방 과학자들과 군수산업계의 노동자 계급이 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
키는 또 다른 중요한 큰 일을 해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군수생산
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첨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각 단계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했다.”
※ “金正恩观摩“新型战术制导武器”威力后自豪地说，朝鲜国防科学家和军工部
门工人阶级为提高国家的防卫力量又做了一件大事。金正恩提出要实现军需生产
的正常化，并提出了把国防科技提升到尖端水平的各阶段目标和战略目标，以及
具体任务.” 谭晓祺, “金正恩指导“新型战术制导武器”试射”. 人民网.13)
2019.04.18.
이 보도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13) http://world.people.com.cn/n1/2019/0418/c1002-31036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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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냐는 서방 언론의 우려를 담지 않고, 신형전술유도무기 실험이
마치 ‘과학기술의 쾌거’인 것처럼 기술함.
❍ “김정은이 조선인민군부대를 불시 시찰하여 조종사 비행 훈련을 지도
했다.”
※ 刘晓琰, “金正恩突击视察朝鲜人民军部队 指导飞行员飞行训练” 新华网.14)
2019.04.18.
※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했으며 서방의 우려를 전달하지 않음.
다.‘중재자’ 역할은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국의 태도
❍ 예를 들어 중국 언론은 남북한 회담, 혹은 북미 회담 말고, 2019년 4월말
의 북·러정상회담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될 것” (有助) 이
라고 하였음 (新华网. 2019.04.19.)
❍ 중국 외교부도 북러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相信)라고 함. (人民网. 2019.04.19.)
❍ 중국은 또한 중국 스스로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建设性)역할
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함.
※ “中方愿继续为此发挥建设性作用.” "2019年4月8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
记者会." 中国外交部15).2019.04.08.
※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한다는 레토릭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라. 중국 역할의 미화, 타국 역할의 ‘의도화’
❍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들 국가들이 내심 다른 전략적 목적, 즉 의도가 있다고 함. 반면 중국의
한반도 역할, 혹은 북중 회담은 오로지 평화 진척만을 위한 노력으로 묘
사.
❍ 예를 들어 중국외교부는 북러회담을 환영한다고 함.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이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한반도
14) http://world.people.com.cn/n1/2019/0418/c1002-31036642.html
15) http://www.china-embassy.org/chn/fyrth/t16522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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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진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루캉 (陆慷) 중국외교부 대변인. 2019
년 4월19일.
※ “朝鲜和俄罗斯都是中国友好邻邦。我们乐见朝俄发展双边关系，加强高层往
来，相信这有助于推进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有利于地区和平稳定。” 贾文婷,
“外交部：中方乐见朝俄发展双边关系 加强高层往来”. 人民网.16) 2019.04.19.
❍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의 북러회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함:
“한반도 상황이 미북간 비핵화 입장 차이로 인해 다시금 암운이 감도는
이 때에,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보다 주도권을
가지길 희망하고,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
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 “在半岛局势因美朝无核化立场分歧而再现阴云之际，朝鲜也希望借此次会晤在
半岛和平进程中掌握更多主动权，而俄罗斯则希望增强自身在半岛问题上的影响
力.” 谭晓祺, “国际观察：首次“普金会”将聚焦哪些议题”. 新华网.17)
2019.04.19.
❍ 또 다른 예로 2018년 중국 동화순(同花順) 포털은 “한국이 북미 양국사
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만, 위험은 피하고 기회를 엿보는
행동이다”는 글이 실림.
※ 중국은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 기사를 싣지만, 중국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음.
마. 한미동맹 약화 추구
❍ 앞서 보았듯이 중국 언론은 한국을 중국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의
‘수혜자’(受益方)로 표기함. 중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가 양국에게 공동의 이익이 됨을 강조함. 반대로 중국은 미국
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려’(担忧)를 표명함.
❍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북핵 개발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북핵 문
제가 중국의 동북아 지정학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북미 대결 구도로 전
이될 경우, 미국편보다는 북한편을 더 지지하며, 한미 동맹을 중국에게
불리한 구조로 보고 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16) http://world.people.com.cn/n1/2019/0419/c1002-31040168.html
17) http://world.people.com.cn/n1/2019/0419/c1002-31039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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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또한 미국 주도의 대북 유엔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
적 지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
음. 이는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미국과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며, 북한에 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음.
※ 주유엔 중국대표부의 우하이타오(吴海涛) 부대표는 2019년 4월10일 “북한
에 대한 제재 이행이 해당 국가의 인도적지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对朝
鲜制裁措施不应影响对该国的人道援助)고 함. "中国代表：对朝鲜制裁不应影响人
道援助." 新华网.18) 2019.4.11.

18)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4/11/c_11243546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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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 시사점 및 함의
❍ 이상에서 중국 언론의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중국의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중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꼭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 즉, 중국역시 비슷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표시함.
❍ 중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봄. 이는 북한측, 미국측에서 나오는 보도와 다름.
❍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과 연관
이 있음.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하나는 전쟁 방지, 안정 유지, 협상으
로 북핵 문제 해결인바, 문재인 행정부의 중재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을
현단계에서 추동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
도에서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봄.
❍ 중국은 한국의 중재 역할을 지지하면서도 이에 힘을 보태지는 않고, 지
난 1년여의 북미회담 과정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두가지 정
도의 원인이 있다고 봄. 첫째, ‘손 안대로 코 풀기.’ 중국이 굳이 나서
지 않아도 한국이 북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 둘째, 북핵 문제에
중국이 나서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으며, 중국이 나설 경우 반대로 ‘중국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함.
❍ 하지만 지난 1년여의 북미 회담 진행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긴밀
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되 짚어봐야 함.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하거나 미국과 북한에 대해 한중이 한 목소리를 내어 ‘협상’
과 ‘대화’를 더욱 견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임.
❍ 중국은 한국의 ‘중재’ 역할이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이 ‘한국은 미국편’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즉,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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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이덴티티의 문제. 한국은 스스로를 ‘중재자’라로 하는데, 중
국은 한국이 미국쪽에 붙어있고 여전히‘한미동맹’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봄. 이에 한미 연합 훈련시 전략 폭격기 자산을 전개할 때 중국이
매번 민감하게 반응함. 전반적인 미중관계 갈등 심화 속에서 중국이 한
미동맹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사드 파동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언론전’을 전개한 사례에
서 보듯, 중국 언론이 ‘선전도구’일 때 여기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 필
요함. 중국과의 언론 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되, 한중 언론 교류의 방향
에 대한 토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재자’의 조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정부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함. 중
재자의 조건은 힘과 외교력인바, 힘이 없을 경우 외교력을 증대할 수도
없음. 중견국인 한국은 초강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이를 상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예를 들어 이슈 집중력을 높이거나, 더 많은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를 강
구하여 문제에 접근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핵 협상의 당사자들이
‘중재자’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도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리라 사료됨.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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