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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동향 평가와 전망
사회: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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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2015년 중국 국내정치 동향과 전망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문기
Ⅰ. 시진핑의 통치이념
1. ‘중국의 꿈’과 ‘네 가지 전면’
o.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도전요인에 맞춰(與時
俱進), 당의 사명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함. 시진핑은 ‘중국의 꿈 실현’과 ‘네
가지 전면’을 제시함.
- 덩샤오핑: 삼개유리론,

도광양회

- 장쩌민: 삼개대표론
- 후진타오: 과학적발전관, 조화사회(和諧社會), 평화적 부상(和平崛起; 和平發展)
- 시진핑: 중국의 꿈, 네 가지 전면(四個全面),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 주변국외교 강화(운
명공동체)
o. 중국의 꿈(中國夢)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실현. 구체적으로 부강한 중국,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 실
현하겠다는 것.
- 이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으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과 2049년 건국 백주년이
라는 ‘두 개의 백년(兩個一百年)’을 기준 시점을 제시.
o. 네 가지 전면(四個全面)
-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개혁 전면 심화(全面深化改革), 의법치국 전면
추진(全面推進依法治國), 전면적 공산당 엄격관리(全面從嚴治黨).
- 이상 네 가지 중 앞의 세 가지는 특별히 새롭거나 이전에 비해 커다란 정책전환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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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네 번째 ‘당의 엄격한 통치’는 시진핑 특유의 통치철학을 잘 보여준 것. 당 중심의 권
력집중과 (정치민주화와 거리가 먼) 억압적 통치방식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
2. 시진핑 통치이념의 특징
o. 대내적: 통치정당성 강화를 위한 중화민족주의 정서 적극적 활용, 당 중심의 권력 집중
강화와 전사회적 통제정치 강화.
==> 자긍적 민족주의 정서(중화주의) 강화, 당 중심의 권력집중(분권화 약화), 정치민주화
와 사회다원화 후퇴, 억압적 통치(공포통치) 강화 등의 추세 전망
o. 대외적: 한편으로 평화발전론을 계승한 협력적 강대국관계 강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 규범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중국적 길(中國道路)’ 좀 더 명확히 제시.
==> 이중적(모순적) 외교행태 지속되면서 중국과 외부세계 간 인식불일치 계속 확대, 핵심
이익(조어도, 남중국해) 보호를 국가이익을 넘어 ‘국가적 위신’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더욱
비타협적 태도를 보일 것. 또한 세계 경제질서에서 ‘게임 참여자(game player)’에서 ‘게임
주도자(game maker)’로의 역할 전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Ⅱ.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의 변화
1. 반부패 운동의 지속
o. 시진핑의 강력한 의지
- 지난 20여년 동안 중국 지도자가 반부패를 강조했지만, 매번 구호에 그치고 말았는데 시
진핑 시대 반패운동은 전혀 다른 양상인데, 이는 무엇보다 시진핑 자신의비범하고 강력한
추진의지 때문임.
- 2014년 7월, 당 중앙위 회의에서 시진핑 발언
“(현 상황은) 부패와 반부패 양대 세력 간의 교착상태이며, 반부패 투쟁에 개인의 생사, 직
위, 평판을 모두 걸겠다.” <장백산일보(長白山日報)> 2014년 8월 5일자
- 2015년 1월 13일,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발언

“지난 2년 동안의 청렴정부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감히 부패를 생
각할 수도 없는(不敢腐, 不想腐, 不能腐) 수준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성역 없
고 전방위적인 무관용(無禁區, 全覆蓋, 零寬容)의 반부패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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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기율위 ‘중앙순시조’ 활동 강화
- 당 중앙기율위 위원장은 시진핑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이 맡고 있으며, 중앙순시조‘를
앞세워 강력한 감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당 중앙기율이 산하 ‘중앙순시조’ 특별감찰 계속 진행.
* 중앙순시조는 당 중앙의 지시를 받아 장차관급(省部級) 고위간부 및 기관에 대해 특별감
찰을 진행하는 사정기관.
-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 동안 장차관급 모든 기관에 대해 중앙순시조 특별감찰을
진행하기로 함. 현재 31개 성급 정부와 모든 중앙부처가 완료되었고, 향후 국유기업 등을
진행할 예정임.
o. 계속되는 고위간부 낙마
-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2012. 11) 이후 현재까지(2015. 12. 15) 장차관급 고위간부 93
명 낙마. (이 중 2015년 33명 낙마)
- 장차관급 외에 군 장성급 등 이른바 ‘호랑이’급 고위간부를 망라하면 대략 현재까지 약
150명 낙마 (이 중 2015년에 약 50명 낙마)
- 낙마 간부 중, (정·부) 국가급 지도자 5명 포함
* 정국가급: 조우용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 부국가급: 링지화(令計劃, 통전부장), 쉬차이호우(徐才厚, 군사위 부주석) 쑤롱(蘇榮, 전국
정협 부주석), 궈보슝(郭伯雄, 군사위 부주석)

2. 시진핑 일인지배 강화
o.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시진핑 일인 중
심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o. 영도소조 조장 독식
- 시진핑 집권 이후 신설된 4개 영도소조를 포함하여 총

20개 중 최소 7개를 시진핑이 맡

았는데, 이는 정치국원들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맡던 기존의 관계를 벗어난 것.
* 신설된 영도소조: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領導小組), 국가안전영도소조(中央國家
安全委員會/國家安全領導小組),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領導小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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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군사위원회 국방군사 개혁심화 영도소조(中央軍委深化國防和軍隊改革領導小組)
* 이상 4개 외에 시진핑이 조장을 맡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도소는 외사업무 영도소조, 대만업무 영도
소조, 재경 영도소조, 해양권익 영도소조.

- 특히 2013년 신설된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領導小組)’는 정책의제의 포
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타 영도소조의 기능을 압도한다. 전통적으로 국무원 총리가 주로
맡아왔던 ‘재경영도소조(財經領導小組)’의 조장 역시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맡았다.
o. 국가안전위 설립
- 2013년 3월 17일 정식 설립된 ‘국가안전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NSC)를 모방하
여 설립된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대외관계 뿐 아니라 국내치안까지도 모두 포
괄한다는 점.
- 이전 후진타오 시기에 대외안보와 국내안전을 분리하여 대외안보는 ‘외사 영도소조’와 ‘국
가안전 영도소조’ 두 조직에서 관할하고, 국내안전 기능(안전부, 공안부 등)은 당 정법위원
회에서 맡았음. 대외정책과 관련된 앞의 두 개의 영도소장 조장은 오랜 관례에 따라 후진
타오 총서기가 담당하고, 국내안전을 담당하는 정법위 서기는 ‘17대’ 시기에는 상무위원인
조우용캉이 맡았음.
- 하지만 ‘18대’에는 당 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보다 한 단계 낮은 정치국원 멍젠주(孟建柱)
가 맡도록 조정하고, 총서기가 맡는 국가안전위를 설립하여 대외 및 국내안전 분야를 통괄
하도록 함.
- 이로써 시진핑은 외교안보 뿐 아니라, 국내안전 분야의 정책결정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됨. 이로 인해 최고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위상은 과거 ‘동급자 중 일인’ 보
다는 훨씬 강화됨.1)
- 시진핑의 권한 범위와 영향력은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실질적 일
인자’ 위상. 심지어 서방의 한 학자는 시진핑의 권한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주
장.2)
o. 원로정치 차단
- 중국 정치에서 총서기 일인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비공식적 기제가 원로정치 관행임. 즉
1) Zheng Yongnian and Lance L. P. Gore, “Introduction: China enters the Xi era," Zheng Yongnian and Lance L. P.
Gore (eds.) China Entering The Xi JInping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105), pp.7-8.
2) Roderick MacFarquhar, "China: The Superpower of Mr. Xi," The China File, August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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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원로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특히 인사 분야)에 개입하는 관행인데, 이는 한편으로
비공식적 파벌정치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총서기의 전횡을 막는 견제기
능도 수행함.
-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원로정치의 영향력도 현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장쩌
민 계열의 조유용캉, 쉬차이호우, 궈보슝 낙마와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출신 링지화의 숙청
에도 전임 최고지도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함.
*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우용캉과 링지화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전임 지도자들이 자칫 심각한 내부 권력투쟁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
부패 운동의 중단을 요구함3)
* 심지어 조우용캉 측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시진핑 암살을 시도하는 등, 시진핑 집권기간
동안 모두 여섯 차례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음.4)
- <인민일보>에서 퇴임 지도자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원로정치 청산을 제기함 <인민일
보>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기간 중에 ‘사람이 떠나면 차는 식는다(人走茶凉)’라는 고
사성어를 통해 퇴임원로들이 정치개입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함.5)

3. 전사회적 공포통치 강화
o. 시진핑 시대 들어 전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공포통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는 지난 20여년 간의 정치개혁 방향과 역행하는 것.
o. 8항규정과 공직기강 확립
- 시진핑 총서기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업무작풍 개선을 군
중과 밀접히 연계시키는 데 대한 규정(關于改進工作作風密切連繫群衆八項規定)”에서 처음 발
표 함. 시진핑은 잘못된 네 가지 업무풍토(四風: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이른바 ‘8항 규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함.6)
- 이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3) Zachary Keck, “China’s Former Leaders Tell Xi To Halt Anti-Corruption Campaign,” The Diplomat, April 4, 2014.
4) “궁지 몰린 부패 관료의 역습 … 시진핑 6차례 암살 모면,” 『중앙일보』2015년 2월 26일.
5) 郭伯沖, “辨證看待‘人走茶凉’,” 『人民日報』2015年 8月 10日; Bo Zhiyue, “Is Xi Sending an Ultimatum to Former
President Jiang Zemin?” The Diplomat, August 17, 2015.
6) “用優良作風凝聚黨心民心: 解讀中共中央政治局關于改進工作作風密切連繫群衆八項規定,”『新華網』2011年 12月 4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2/04/c_1240473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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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장식 제한, 각종 공개회의 간소화, 각종 경축행사 및 경조사 제한, 접대성 식사 및
음주 금지, 개인 통신료 등 제비용 공비처리 금지, 정부의 각종 규제활동에서 형식주의
탈피, 공무용 차량이용의 규정준수, 공비이용 국내외여행 금지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용
인되었던 모든 일탈행위를 금지하는 고강도 정풍운동이라 할 수 있음.
- 앞에 언급한 중앙순시조 감찰활동이 주로 장차관급 고위간부의 부패행위 엄단을 위한 것이
라면, 8항규정은 중하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
* 2014년 말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77,606건의 10만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31,338명이 당정 기율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았다. 매달 약 4000여 명이 조사를 받고,
1,300명 정도가 처분 받음.
o. 사상통제
- 당 9호 문건 하달
2013년 4월 <당면한 이데올로기 영역의 현황에 통보(關于當前意識形態領域情況的通報)>
라는 제목의 ‘당중앙 제9호 문건’을 하달하여 일곱 가지 사조의 확산방지를 지시 함.
* 7대 위험사조: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가치,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언론독
립, 시민사회, 당의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 개혁개방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적
인식’.7)
- 이 이후 언론, 출판을 물론이고 대학 내 강의까지도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가 취
해지고 있음.
o. <국가안전법>제정
- 2015년 7월 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안전법> 통과.
- 중국 관방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안전법(1993년)>은 테러,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영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안전법> 제정.
- 1993년의 국가안전법은 안보 위협과 법 적용 범위를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규정 함. 그러나 새 국가안전법은 이 범위를 금융, 경제, 식량, 에
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해저 부분까지 확대 함.
7) Chris Buckley,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Aug. 19, 2013; “민주주의·인권·언론자유
가 집권 위협: 중 지도부, ‘7대 위험’ 비밀문건 하달," 『한겨레신문』203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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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홍콩을 포함한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전사회적 통제를 더
욱 강화할 것이라며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 함.

Ⅲ. 평가와 전망: 두 가지 쟁점
1. 집단지도체제가 흔들리고 있나?
o.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사회의 다양한 미시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거
시적 측면에서 안정을 유지해 온 중요한 요인이 지도자 승계규범 확립과 집단지도체제 정
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와 안정화였음.
o. 그런데 최근 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이 강화되면서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8)
o. 또한 집단지도체제를 지탱해 온 비공식적 정치기제였던 파벌정치 구도와 작동방식에 대해
서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보시라이, 조우용캉, 링지화 등의 낙마사태는 지난 20년 간 지배적인 구도로 통용되던
‘장쩌민 중심의 상하이방-태자당 연합세력’ 대 ‘후진타오 중심의 공청단파’ 간의 파벌구도로
는 설명되지 않음.
o. 심지어 전통적 파벌구도가 해체되고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
도 있음.9)(Chang, 2015).
* Lam(2014)은 시진핑 파벌의 세력으로 시진핑과 가까운 태자당(혁명 2세대; 紅二代), 과거
근무지인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상하이(上海) 지역의 옛 동료들, 그리고 고향 산
시성(陝西省) 출신의 시니어 간부들을 지목함.10)
o. 중국정치에서 집단지도체제의 변동 여부는 매우 중요하면서 논쟁적인 이슈이며 중국전문
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11)
8) Elizabeth Economy, China s Imperial President, Foreign Affairs, Vol. 93, No. 6 (Nov/Dec 2014), pp. 80-91;
Cary Huang, Xi Jinping wants to be seen as on a par with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23, 2014.
9) Gordon G. Chang, “The Xi JInping Faction in China,” World Affairs, 1 April 2015.
10) Willy Lam, “Members of the Xi Jinping Clique Revealed,” China Brief, Vol. 14 Issue 3, February 7, 2014
11) Joseph Fewsmith, “Xi Jinping's Fast Start,”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2 (October 2013); Ailce Miller, “The
Trouble with Faction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4 (Summer 2014). 최근 국내 한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상반
된 시각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조영남(2015)은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집단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강력한 개혁추진과 반부패 운동을 위해 최고지도부의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권한조정에
따른 집중이라는 것이다. 반면 양갑용(2015)은 시진핑이 새로 설립한 ‘전면개혁심화 영도소조’가 여타 영도소조를 모두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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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증의 한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변화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2017년 19차 당대회
지도부 인선을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o. 다만 지난 20년간 정착된 집단지도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집단지도체제라는 형식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그 성격과 운용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음.
- 총서기(시진핑)의 권한이 ‘동급자 중 일인’에서 ‘실질적 일인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o. 이런 변화가 향후 중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 하나는 엘리트 정치의 균열과 권력투쟁의 가능성.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양산된 수많은 정
적들, 그리고 전임 지도자들과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서 시진핑 체제가 안정적인 권력기반
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중국정치의 경험처럼 심각한 내부균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말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
- 현 시점에서 보건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시진핑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거의 없어 보임.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이었던 보시라이, 조우용캉, 그리고 후진타오의 핵심인 링지화까지 모
두 숙청되었고, 장쩌민 등 원로들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었음. 예상치 못한 변고가 아니라
면, 남은 임기동안 시진핑의 독주는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하나는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시진핑 개인의 신념과 의
지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는 전임 지도자 후진타오 시대와 극명하
게 비교되는 점. 후진타오는 역대 중국 지도부 중에서 가장 유약하고 개성이 약한 지도자
로 평가받았는데,12) 시진핑은 집권 초부터 매우 강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개인적 신념과 의
지를 대내외 정책에 강하게 투영시키고 있음.

2. 중국의 정치안정은 유지될 것인가?
o. 2015년 전국인대 개막 다음날인 지난 3월 6일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장문의 기고문을 발표하여 큰 논란을 야기
함.13)
o. 그는 시진핑 집권 이후 폭정에 가까운 통제정치는 당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
버리는 우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지도체 변화 가능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영남,「시진핑 ‘일인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2015. 4. 17); 양갑용,「시진핑의
미래전략: 영도소조와 간부 충원」,『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2015. 4. 17).
12) Kerry Brown, Hu Jintao: China's Silent Ruler,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2012.
13) David Shambaugh, “The Coming Chinese Crackup,”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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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중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
① 중국 엘리트층 내부에서 체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중국의 많은 부유층은
언제든지 중국을 떠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② 시진핑 집권 후 ‘당 9호문건(2013년)’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통제와 억압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퇴행적이다.
③ 중국의 지식인과 간부들이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있으며, 당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단지 위
장충성에 불과하다.
④ 시진핑이 전례없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지만, 근본적 정치체제 개혁을
외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적의 양산만 초래할 것이다.
⑤ 중국경제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함정에 빠져 있으며, 2013년 당 18기3중전회에
서 ‘전면적 개혁심화’이라는 야심찬 개혁구상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변화가 없다.
o. 이에 대한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었음.
- 중국학자 천딩딩(Chen Dingding)은 샴보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서구식 자유민주주
의의 길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중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14)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부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
-천은 샴보의 다섯 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엘리트층과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며, 해외의 수많은 중국인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려는 현상
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또 중국공산당의 불안정성과 관료들의 무기력에 대해서는
갑자기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중국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모두 오류로 판명났다고 주장한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 역시 국민
들의 확고한 지지를 무시한 것이며, 경제적 위험도 과장된 평가라고 주장.
- 또한 서방 학자 히쓰(Heath) 역시 샴보의 주장은 현재 중국의 현실을 매우 편향된 시각에
서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15) 중국공산당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정치적 대안세력
이 부재할 뿐 아니라, 지도부의 단합과 국민적 지지 정도도 샴보의 인식보다 훨씬 견고하
다는 것.
- 또한 시진핑의 권력집중과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중국의 부활’과 ‘미래의 안정’을 위한 매
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산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를 퇴행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
장.

14) Dingding Chen, “Sorry, America: China Is NOT Going to Collapse,” The National Interest, March 10, 2015.
15) Timothy R. Heath, “No, China’s Not About to Collapse: Yes, the CCP faces challenges, but it is stronger than
you think,” The Diplomat, March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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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런 논란은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과 결합된 강권통치로의 회귀에 대한 상반된 평가
를 반영. 적어도 현상적인 측면에서 현재 중국정치 상황이 샴보의 주장처럼 ‘붕괴의 길’을
간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이에 대한 반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음.
o. 하지만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정치개혁의 실험(기층선거, 당내민주 등)마저 후퇴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고강도 반부패 운동은 필연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적대세력을 형성할 것인
바,

이는

상당기간

중국

엘리트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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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것임.

<발표2>

중국 경제의 현황 및 전망1)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동훈
1. 2015년 경제 동향
1) 성장
- 2010년 10.6%, 2011년 9.5%,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3%
- 2015년 6.9% 예상 (1분기 7.0%, 2분기 7.0%, 3분기 6.9%, 4분기 예상 6.9%)
[그림 1] 분기별 성장률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3.4%p 증가한 51.6%를 기록
- 소비의 GDP 점유율은 2015년에 전년에 비해 5.7% 증가한 60.0%하여 소비 주도 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상반기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증가율은 7.6%이며 그 중 도시민 소득은
6.7%, 농민 소득은 8.3% 증가하여 주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 이 토론 원고의 일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련 자료들로부터 인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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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문별 성장 기여도

- 산업구조는 1,2,3차 산업이 2013년 10.0%, 43.9%, 46.1%, 2014년 9.2%, 42.6%, 48.2%로
3차산업 비중이 제조업을 초과하기 시작함
- 2015년 상반기 3차 산업 증가율은 2차 산업보다 2.3%p 높은 8.4%로 전체 산업에서 49.5%를
차지, 3분기에는 51.4%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주도 성장 시대에 진입
- 금융과 부동산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약, 정보기술, 첨단장비,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이 비교적 양호하며 전자상거래, 물류 등 신흥 업종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남. 첨단기술 산업은 10.5% 증가.
2) 물가
- GDP디플레이터 2014년 0.8%, 2015년 1분기 -1.1%, 2분기 0.1%로 디플레 압력 지속.
- 2015년 1-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8%p 하락한 1.4%. 생산자물가지수는 3.3% 하락한 -4.9%로
41개월 연속 마이너스.
- 2015년 1-8월 상품방 가격 3.4% 상승 (작년 동기 -0.7%)
3) 고용
- 신규 취업자 수 2013년 1,310만명, 2014년 1,322만명
- 2015년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는 71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명 감소, 도시 실업률
5.1%
-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비교적 양호
- 2014년 농민공은 2.74억명으로 500만명 증가, 그 중 외지 이주 농민공은 1.68억명, 2015년
외지 이주 농민공은 1.75억명으로 다소 증가하여 농민공의 외지 이주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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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경제정책
- 2015년 재정정책은 긴축정책에서 완화정책으로 기조 변화
- 2014년 하반기 재정정책 시행 후 재정지출 증가율은 2.5%
- 재정 적자율 1.8%로 예산목표치인 2.1%보다도 낮은 수준
- 2014년 11월 이후 5번의 인하를 거쳐 저축과 대출금리를 1.75%와 4.7%로 조정
- 지급준비율 2015년 2월 이후 4차례 인하하여 대형은행 18%, 중소은행 15.5%로 조정
- 부동산 구입 자격조건 완화
5. 투자와 무역
- 2014년 비금융 분야 실제 이용 외자는 1,196억달러로 세계 1위, 누계 1.1조달러
- 2014년 비금융 분야 해외직접투자는 1,029억달러, 누계 7,700억달러로 급증하여 inbound
직접투자와 outbound 직접 투자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음
- 2015년 1-11월 수출입, 수출, 수입은 각각 3.57조달러, 2.05조달러, 1.51조달러로 각각
8.5%, 3%, 15.1% 감소
- 무역흑자는 5,391억달로로 61.8% 증가하여 불황형 흑자 지속
-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위안화의 상대적 절상, 노동집약산업의 수출 비중 감소라는
수출구조 변화, 가공무역 수출 비중의 40% 수준으로의 감소, 중국 제품에 의존하던
국가들의 수입대체 진전으로 인한 산업체인 변화, 서비스업 주도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임
-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2. 3차 5개년 계획 및 장기 경제발전 계획
1) 개요

-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5 기간(2016~20년)의 정책 목표와 혁신(創新), 균형(協
調),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 이념,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등이 제시됨
- 장기계획과의 관계:13.5 기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신중
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 건설 목표 중 첫 목표인 전
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13.5 규획을 제정
- 중점 사항: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 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 향상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발표 없이 중고속 성장 유지 방침 발표 (시진핑 주석은 13.5 기간 6.5% 이상의 성장률
유지 필요성 언급). 과거 5개년 계획 목표와 실적은 각각 10.5 7.0%, 9.6%, 11.5 7.5%, 11.2%, 12.5 7.0%,
7.8%.
- 산업전략: 인터넷 강국 건설(인터넷+행동계획), 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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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추구
- 지역발전전략: ‘4+3’의 지역발전전략(동부 선도 ‧ 중부굴기 ‧ 서부대개발 ‧ 동북진흥 + 일대일로 ‧ 징진지 일체화 ‧ 창
장경제벨트), 신형도시화(도시군 발전과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
- 경제개혁: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재정 및 세제 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 시장화), 도시화 및 농촌 개
혁(호구 ‧ 부동산 ‧ 토지제도 개혁),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 등
- 대외개방전략: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
항목 자유태환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RCEP, FTAAP), 글로벌 거버
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 등 추구

2) 경제개혁 추진 방향

- 후진타오 시대의 개혁가 개방의 정체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을 지속 추진할 것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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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발전 전략

4) 중국 제조 2025

- 제조업의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여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향후 30년간 세 단계에 거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여 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제조업 비전을 제시
- 5대 계획: 혁신능력 제고, 질적 개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인재 양성
- 10대 중점 분야: 차세대 IT산업, 고급 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중점 프로젝트: 제조혁신능력 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 공업기반 강화, 친환경 제조, 첨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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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한 ‧ 중 간 경쟁구도 변화, 일대일로 중심의 중국 지역협력 구도 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한 새로운 대중국 협력전략 모색 긴요
- 한 ‧ 중 FTA의 투자 ‧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도모, RCEP과 FTAAP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통
합 드라이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도 필요
- 대내외적 개방 심화 및 산업발전 전략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확대 전망

3. 2016년 경제 운영계획 및 전망
1) 중앙경제공작회의
- 2015.12.18. 개최된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16년 경제 운영의 중점을 제시
- 수요확대와 더불어 과잉생산능력 도태, 기업 효율 향상, 생산능력의 질적 향상 등 공급측
구조 개혁을 경제운영의 중점 노선으로 제시,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언급됨
- 4개 섬멸전: 과잉생산능력, 부동산 재고, 금융위험, 기업의 과도한 부담
- 거시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재정적자율 2.5%로 확대, 반면 미
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리 인하 횟수와 인하 여지는 올해에 비해 제한적
2) 2016년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은 성장률 6.6%-6.8%, CPI 1.7%(2015년 1.5% 예상), 소비판매증가율 10.7%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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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은행은 2016년 성장률 6.8%(2015년 6.9%), CPI 1.7%(2015년 1.5%), PPI -1.8%(2015
년 -5.2%), 고정자산투자 10.8%(2015년 10.3%), 소비재판매 11.1%(2015년 10.8%), (수출
3.1% 증가, 수입 2.3% 증가, GDP 대비 무역흑자 5.3%(2015년 5.5%)로 전망
- IMF, 세계은행, OECD는 각각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6%(0.5% 증가), 3.3%(0.5% 증가),
3.6%(0.6% 증가)로 전망,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6.3%, 7.0%, 6.5%로 전망
- 월가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전망: 바클레이즈 6%, 스위스은행 6.2%, 시티은행 5%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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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2015년 북한 국내정치동향 평가와 2016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철
1. 2015년 북한 국내정치동향 평가
□ 정치 분야
【 당 창건 70주년(10.10) 계기 체제결속과 정통성 확보 시도 】
o 당 창건 70주년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한
다."고 강조
- 신년사 발표 이후 당ㆍ정ㆍ군 주요회의 개최 및 당중앙위ㆍ군사위 공동구호 발표 등으로
주요과업 제시 및 충성 맹세 유도
* 당정치국 회의(2.10), 당정치국 확대회의(2.18),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2.23),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3.14) 등을 연이어 진행
-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여 정통성 확보를 시도
o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권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
- 수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과 청년들을 동원하여 열병식과 횃불행진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사퍼레이드와 기념행사 개최
-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등 주요 대상건설을 당 창건일 계기로 완공하고 김
정은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
-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해 김일성父子 대형동상ㆍ사적관 등 각종 우상화대상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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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급조
* 평양시 만수대동상(2012.4 재건립)을 시작으로 불과 3년 여간 중앙과 지방의 20여개 단위들에 40여
개의 대형동상 제막/ 태양상, 사적관 등 우상화물 최다 기록
o 김정은의 ‘인민적 지도자’상 각인 노력
- 신년사에서 농산ㆍ축산ㆍ수산을 3대축으로 하는 먹는 문제 해결을 올해 우선과제로 제시
하면서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인데 이어 이 부문들에 대한 현지시
찰 지속 진행
- 지방과 경제부문,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 과정에 주민들, 어린이들, 군인들과의 스킨
십 적극 시현
- 해방 및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2차례의 대사면을 실시하여 ‘민생을 헤아리는 지도자
상’을 연출
- 당창건 70돌 기념식 연설에서는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3대
전략기조로 제시
* 김정은은 同연설에서‘인민’이라는 단어를 97회나 언급
【 유일지배체제 강화 】
o 유일영도체재를 지속 강조
- 노동신문, 중앙TV 등에서 김정은 유일영도를 지속 강조
- 10.4 발표한 김정은의 노작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에서 유일영도 고수를 재강조
o 김정은의 ‘방침ㆍ지시’에 저촉되는 자들은 측근일지라도 숙청
- 북한 사회 내 김정은 방침ㆍ지시 집행을 위한 된 바람을 확립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지시불이행’ 죄로 공개처형
- 최룡해 당 근로단체비서를 전격적으로 ‘혁명화 교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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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에 대한 장악력 강화 】
o 박영식 군 총정치국 부국장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후임으로 발탁
- 이밖에 김명식 해군사령관 해임, 박정천 화력지휘국장 강등(중장→소장), 연평도포격 담
당 윤영식 연대장의 포병국장(중장) 승진 등
o 군풍 확립ㆍ충성유도
- 제5차 훈련일꾼대회(4.25), 제1차 정찰일꾼대회(6.18), 제4차 노병대회(7.25),제7차 교육
훈련일꾼대회(11.3) 등 개최하고 충성맹세 유도
- 2차례에 걸쳐 육·해·공·전략군 장병 충성맹세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김정은이 전투기
비행사 행군단과 함께 백두산 정상을 등정
【 주민 분발 독려 】
o 김정은,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 공격전에 떨쳐
나서자”는 구호를 제시
o 김정은이 직접 ‘애민 행보’에 주력
- 평양 국제비행장, 평양양로원, 원산육아원ㆍ애육원, 미래 과학자거리 등 주요 건설사업
을 김정은이 영도하는 노동당이 이룩한 성과, ‘인민사랑의 선물’로 대대적으로 선전
- 김정은, 나선시 홍수 피해복구현장 현지시찰(9.18) 등 이례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 시현
* 11.2「중앙TV」는 동 이슈를 소재로 한 '전화위복의 30여일'이라는 특집프로 편성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9.23)로 전체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기준생활비의 100%
에 해당한 특별상금 수여
- 어린이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일 빨치산' 출신 원로, 원로 과학자ㆍ공로자
들에게 생일상 배설하여 혁명선배들과 공노자들에 대한 김정은의 ‘존경’과 ‘사랑’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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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야
【 신무기 개발 및 부대 전투력 향상에 주력 】
o 당정치국회의 결정(2.10)을 통해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첨단무장
장비 개발” 등 국방공업 강화를 지시
-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10.10)을 통해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300mm 방사포와 ICBM으로
알려진 KN-08의 탄두 개량형 등 신무기를 공개
- 2차례에 걸친 반함선로켓 발사 시험을 통해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공개하고 해군무력 강
화 시도
- 김정은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사출 실험을 실시하고
동 무기개발에 기여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을 당중앙위 청사에 불러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서 격려
o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응을 빌미로 강도 높은 실전대비훈련을 실시
- 김정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하에 도하공격연습(1.27), 해상목표 군종타격훈련(1.31),
섬 화력타격 및 점령훈련(2.21), 비행장 타격 및 복구훈련(3.20) 등 실시
- 최초로 고고도 대공미사일(SA-5) 발사훈련(3.2)에 이어 신형 반함선로켓 시험발사
(6.14), 고사로켓사격훈련(11.3) 진행
【 군 지휘체계 개편으로 김정은의 작전지휘체계 개선 】
o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2.23)를 통해 "군대 기구체계를 정리ㆍ간소화하며, 임의의 시
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할 수 있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동 회의방향에 따라 기존의 '대연합부대(군단)' 중심 북한군 지휘체계를 지역별 '전선사
령부' 중심체계로 재편
o 야포를 비롯한 화력의 전진 배치, 육해공 부대 및 잠수함부대의 기동명령 등 김정은 주도
의 전시 작전지휘체계 정립
- 북한의 MDL 목함지뢰 도발 시 당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8.20)하고 전선지
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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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전망
□ 정치분야
【 7차 당대회를 ‘김정은 시대’ 본격 개막의 모멘텀化 】
o 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대내외에 천명
- 사상최대의 총동원체제 가동을 통해 김정은의 치적 창출하고 정권의 당위성 부각
o 김정은 1인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당-국가체제’ 정비하고 법화
- 당 규약 및 헌법(최고인민회의) 개정
-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하고 명실
상부한 ‘지도자’로 등극
- 당ㆍ정ㆍ군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권력엘리트로 세대교체
단행
ㆍ젊고 능력 있는 간부들로 현행 간부대렬 교체
o 그동안의 성과와 권력 장악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
- 선대수령들의 노선 재천명, 경제-핵 병진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전략, 신 경
제개발목표와 경제관리 방안 제시 등
- 경제 관리에서 자율성과 효율성, 인센티브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
리 방안’을 언급
□ 사회분야
【 전사회적 대중운동 전개 】
o 북한은 21세기 북한의 최대 행사인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각 부문 목표 달성과 김정은에
절대 충성할 것을 독려하는 사상교육과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 ‘000일 전투’, ‘당 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ㆍ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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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운동 전개
【 김정은의 보여주기식 애민정치 지속 】
o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보다는, 김정은의 치적선전을 위주로 하는 ‘단기적-전시성 성과’
에 치중
- 김정은의 ‘애민정치’의 일환인 사회복지 건설, 주택단지, 생필품 공장건설은 리더십과
체제선전, 주민결속 활용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주민생활 향상’을 운운하면서 농업을 비롯한 주민 먹거리 생산을 독려하고 이 부문들
에 대한 현지시찰 지속 강행
□ 군사분야
【 실전대비 군사훈련 및 신무기 개발 박차 】
o 북한은 북한군의 전투력 강화 및 기강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전대비 군사훈
련을 지속
- 군부가 내년 7차 당 대회 이전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공격성을 과장하
면서 과잉 대응할 가능성도 불배제
o 기습, 선제, 침투 공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무기 개량 및 신무기 개발에 주력
- 핵 소형화를 비롯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속개발, 대공방어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소형 무인타격기, 스텔스 침투정 개발, 사이버전 강화, 기존 방사포의 정밀도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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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2015년 북한 경제동향 평가와 내년도 전망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Ⅰ. 2015년 북한경제 동향

1. 경제 현황
□ 2015년 경제성장률 3~4% 될 것으로 추정
ㅇ 2011년부터 4년 연속 플러스 성장하면서 성장세를 유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률
1995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4.4

3.8

1.2

1.8

2.1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0.4

자료 : 2014년까지는 한국은행, 2015년은 필자 개인 추정

ㅇ 경제성장 배경
- 시장경제 확산 : 농업, 기업소 등 자율경영
- 장마당 활성화 : 400여개
- 새로운 유통 및 서비스업 등장
- 관광 및 인력 송출로 인한 외화 확보
- 건설 확대, 농수축산 생산 증가 등
□ 북한의 대외무역은 크게 감소 : 70억 달러 이하
ㅇ 북중 무역 감소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10% 이상 감소 예상
- 대외교역 규모가 2014년 76.1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70억 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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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추정)
3~4

- 특히 수출이 크게 감소 : 무연탄 및 철강 수출단가 하락 등 요인
* 석탄 : 2월 고점대비 32%가량 하락(톤당 2012년 100달러⇢ 현재 50달러)
* 철광석 : 톤당 4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환율 및 물가
ㅇ 환율은 완만하게 계속 상승
- 2015. 12월 1달러는 평양 8,640원, 신의주 9,760원
- 북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반면, 외화 선호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
ㅇ 물가(쌀 가격)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쌀 1kg 가격 105. 12월 평양 및 신의주 5,400원
- 기후적 영향 등으로 식량 사정이 다소 좋아졌으며, 대체 작물(감자, 옥수수 등) 수요가
일부 증대

자료 : 데일리NK

2. 주요 경제 조치 내용
□ 경제개발구 본격화 준비
ㅇ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 개발 계획 공개(⌜내나라⌟, 2015. 11)
-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 구체적인 계획 공개
ㅇ 경원군 경제개발구 지정(2015.10) : 지방급경제개발 총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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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개발구 투자 설명회 개최(2015. 5)
-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시 경제개발구 투자 설명회 동시 개최
- 중국, 러시아, 중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300여 개국 기업 대상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포함해 각 도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설명회
- 경제개발구 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외국투자가의 기업 창설 및 경영규정, 현재
북한 내 경제개발구들의 실태와 전망 등
ㅇ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채택(상임위원회 결정, 2015. 9)
- 모두 11개 장, 72개 조로 구성
- 경제개발구에서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비롯해 세금 종류별
납부 의무와 과세 대상, 세율, 계산 방법, 감면 및 면제대상 등
ㅇ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 및 보험 규정 채택(상임위원회 결정, 2015. 7)
-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 이용, 부동산 임대료와 사용료, 보험 계약과 보험
지사,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등
- 부동산 규정은 7개 장에 59개 조로, 보험 규정은 4개 장에 52개 조로 구성
□ 국제 상품전람회
※ 2015년 평양의 주요 박람회 개요
ㅇ 중국새기술제품전람회 : 2015. 7.15~16 ㅇ 가을철 평양국제상품전람회 : 2015. 9.21~24
ㅇ 독일공업전람회 : 2015. 7.15~16

ㅇ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2015. 5)

ㅇ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2015. 5)
- 개최 목적 : 상품 및 기술교류와 판로개척, 투자유치 마련
- 주최 기관 : 조선국제전람사
- 개최 장소 : 평양시 서성구역에 위치한 3대혁명전시관(새기술혁신관)
* 국제전람회장 새로 건설 : 3대혁명전시관 근처에 10만 평방미터 건설 중

- 참여 기업 : 300여개 회사가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외국회사는 160여개
* 외국기업에게는 전시장임대비용의 할인 등 우대조치

- 북한의 전람회 관심 분야 :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북한의 원료, 자재, 기
술, 노동력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제품 개발
ㅇ 제1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2015. 9)
- 뉴질랜드, 독일, 루마니아, 러시아, 중국 등 3백여 기업 참가
□ 북중 및 북러 경제협력
ㅇ 남양-도문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2015. 9)
ㅇ 북한과 러시아 간 제7차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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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 결제
ㅇ "전자결제카드로 운영되는 전자상업 봉사체계 '옥류' 운영(2015. 4)
- 인민봉사총국에서 주관
- 북한 내 각종 기업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비품과 약품 외에도 해당화관, 창전해맞이식당
등 유명 상점과 식당의 상품, 음식까지 판매
ㅇ 전자상업체계 '상연'이 개발, 봉사(2015. 9)
- 상업과학연구소에서 출시
- 국가 컴퓨터망 통해 상품소개 및 판매, 상업정보 소개 등 전자결제방식의 상업봉사체계
- '상연'은 북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카드 '전성' 카드를 이용해 상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필요한 상품에 대한 검색과 주문, 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 배송이 가능
□ 관광 활성화
ㅇ 세계관광기구(UNWTO)와 양해각서 체결(2015. 7)
- 북한 국가관광총국과 세계관광기구는 관광 협력 양해각서 서명 체결(평양)
- 북한 관광 활성화 내용
ㅇ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완공(2015. 7)
- 신청사와 평양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추가 건설
- 공항~평양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
ㅇ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2015. 5)
- 세계해외조선인무역협회 대련 지회대표단, 중국 료녕 북사달집단유한공사대표단, 중국
료녕성 호북상회대표단, 료녕 동북아경제문화촉진회대표단, 중국 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
단유한공사대표단, 스웨덴 등 참석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전망에 대하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개발전망에 대하
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법률적 환경에 대하여≫, ≪시중호지구 개발전망에 대하
여≫ 연설들에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대개발의 전망과 유리성 등
ㅇ 중국 심양에서 '원산-금강산 개발계획 설명회'개최(2015. 3)
ㅇ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건설 착공(2015. 5)
- 원산 갈마거리,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ㅇ 백두산 무봉노동자구 국제관광특구 설치 결정(상임위원회, 2015. 4)
-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일부 지역에 '무봉국제관광특구' 지정
- 북한 주권이 행사되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외국투자 관련 법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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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평양고려국제관광사' 평양 설립(2015. 1)
* 기존 북한 여행사 : 기존조선국제금컵여행사, 조선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금강산국제여
행사 등

-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0개국에 지사를 두고 함흥·원산시에 분사
- 평양고려호텔, 향산호텔, 마식령호텔, 묘향산특산물식당, 개성고려봉사판매소 등과 연계
해 서비스 제공, 평양-마식령, 원산-마식령 등 유명 관광구간관광버스 운영
□ 주요 경제회의
ㅇ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2015. 4)
- 2014년 예산집행 결산하고 2015년 예산안 확정
-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 5.5% 증가
- 국방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작년과 동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
자는 전년 대비 5% 증가, 특히 산림(9.6%), 기본건설(8.7%), 체육(6.9%), 교육(6.3%), 문
화(6.2%), 기초공업과 경공업(5.1%), 수산(6.8%), 농업(4.2%), 보건(4.1%) 분야의 예산도
지난해보다 증가
ㅇ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2015. 4)
- 1분기 경제계획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 현금유통 계획 실행에 대
해 논의
- 박봉주 총리와 노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내각 직속기관 책임자와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각 도 농촌경리위원장, 각 도 지구계획위원장，각도 식료일용공
업관리국 국장, 중요 공장과 기업소 지배인 참석
- 1분기 경제계획 이행 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심각하게 분석·총화(반성)하고 2분기에
해야 할 과업 토의
- 석탄공업부문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만3천t의 석탄을 더 증산하고 국가예산 수입계
획도 8% 초과 실행하는 등 광업, 농업, 경공업 성과 평가
- 2분기의 중점 과업으로는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 확대, 금속공업의 주체화, 영농사업에
모든 역량 집중
- 국가의 주요 공사들에 대한 설비, 자재, 자금 확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
고, 2015년 국가예산 집행과 현금유통계획 집행에 대해 결정
ㅇ 재정은행 대회 개최(2015. 12)
- 1990년 이후 처음, 금융개혁
* 류윈산 방북 이후 김정은 지시로 금융 준비팀 구성, 중국으로부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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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활성화
ㅇ 대동강 쑥섬에 세워질 북한판 실리콘밸리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쑥섬에 《과학기술전당》건설
- 실내 및 야외과학기술전시장, 살림집과 공공 및 봉사건물로 구성되는 《미래과학자거리》
- IT 기업의 일대 거점
* 과학기술성과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기지
*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 된 과학기술봉사기지

ㅇ 과학기술보급 홈페이지 '열풍' 개설(2015. 4)
- 전국적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농장원 등 누구나 필요한 과학기술 자료 이용
ㅇ 발명법 수정(2015. 2)
-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 위해 발명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
□ 주민 생활 개선
ㅇ 전체 주민에 월급 100% '특별 격려금'(2015. 9)
- 조선노동당 창건 70 돌 맞아 전체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들, 연금·보조금·장학금 받는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 수여
ㅇ 발전소 건설
- 백두산발전소 준공(2015.10)

Ⅱ. 2015년 북한경제 평가
□ 총평 : 겉으로 보기엔 성장하지만, 속으로는 비생산적 성장
ㅇ 2015년 북한 경제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겉으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건
설 활발, 주민 생활 개선 움직임, 농업 생산 증가 등
ㅇ 다양한 경제 회생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경제성장은 상대적 비교에 불과
ㅇ 북한의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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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좋다’, ‘잘살게 됐다,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
음
ㅇ 북한 경제의 플러스 경제성장은 김정은 정책의 성과이기 보다는 장마당 등 밑으로부터의
변화에 기인
- 국가 공급 체계와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생존 확보 차원에서 장마당 활
성화
- 농업 및 기업 생산성은 2015년 약 20% 정도 증가하였지만, 이는 과거 생산능력이 있음에
도 사회주의 특성상 생산성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인데, 북한 경제의 자율경영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생산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
-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원자재 투입 등 없으면 더 이상 생산성 증가는 어려울 것
임 : 20% 증가 한계에 직면 할 것임
□ 건설 붐, 기존과 다른 일부 현상 외는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음
ㅇ 일부 도시 및 계층 위한 시설 등장 등에 불과
- 주민생활 향상 관련 뚜렷한 진전은 별로 없음
□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인식
ㅇ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
ㅇ 과거 북한 경제 상황이 50이고 북한 주민이 느끼는 경제수준은 40이라고 하면 이제는 북
한 경제 상황이 60으로 높아졌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 수준은 70으로 올라서 북한 주
민들은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인식
□ 북한 경제의 부작용
ㅇ 평양-지방간, 주민간 양극화 발생(빈부격차), 새로운 갈등 요소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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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년도 북한경제 전망
□ 북한은 2016년 김정은 시대 본격 개막 위해 경제에 더욱 중점 둘 것으로 예상
ㅇ 내부적으로 경제개혁(5. 30조치) 확대 : 시장경제 확대, 장마당 확산, 자율경영 활성화시
켜 나갈 것으로 보임
□ 7차 노동당 대회에 경제성과 및 대전환 조치 발표 예상
ㅇ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경제 전환 계획 발표 전
망
- 경제개혁 조치, 금융조치 등 경제계획 등 발표
* 김정은 제1위원장 지시로 이수용 외무상을 주축으로 별도 팀 구성 : 대외경제성 김경수 등이 지난
달부터 중국에 나와 방향 설정 및 내용 논의 중

□ 내년도 북한 경제는 2~3% 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ㅇ 하지만 북한의 무역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 주요 수출품인 지하자원의 단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수출이 계
속 감소할 것임
- 북한 건설 붐 등으로 원자재 수입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외화 사정으로 인해 수입 확대
에도 한계
ㅇ 북한의 2년 연속 가뭄 영향으로 식량 사정은 다소 어려울 질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경제회생의 돌파구 찾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매달릴 것임
ㅇ 관광객 유치를 연간 100만명 목표
- 관광지 개방, 대규모 관광 시행, 관광 상품 개발 등
□ 외화 벌이 목적의 인력송출 및 해외 서비스업 확대
ㅇ 인력 송출을 50만 이상 늘려서 외화확보에 적극 나설 것임
- 중국, 동남아 등지에 식당 등 서비스업 활발하게 진행
□ 주민 생활 개선에 더욱 노력
ㅇ 먹는 문제(농수축산) 해결, 주택 건설 및 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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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구 개발 본격 추진
ㅇ 중앙급 경제개발구 6개 ⇢ 14개까지 계획하는 등 개발 본격 본격화
- 나선, 신의주, 원산 등
ㅇ 지방급 경제개발구 20개 ⇢ 23개까지 발표
- 북중 접경지역과 은정과학지구 우선 추진
* 은정지구를 과학 산업지구로 개발(200ha)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개발 프로젝트>
- 국가과학원의 연구기관들과 평양리과 대학 위치
- 지식경제건설의 시범지구로, 동북아 지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첨단기술개발구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의 연구성과와 첨단기술제품 개발 생산
경험 토대로 연구개발-생산-판매가 일체화되는 개발구 창설
- 도로건설과 전기, 통신보장 등을 반영한 개발총계획과 개발구 창설 및 관리
운영시행세칙 작성 사업이 마감단계
- 은정정보기술사와 류경프로그람기술사의 설립, 인터네트홈페지 개설, 국제
과학기술 교류관 건설, 시범적인 합영․합작 기업 창설사업 추진

□ 북한은 경제성과 내기 위해 남쪽과 경제협력을 통해 실리 챙기려고 할 것임
ㅇ 금강산 관광 재개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 사업 추진
ㅇ 5.24 조치 해제 강력 요구
ㅇ 개성공단 :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등 지속 요구
□ 2016년 남북 경제협력은 상반기 현 흐름 지속, 하반기 냉각 국면 우려
ㅇ 2016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하반
기부터 냉각 국면으로 전환 가능
□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 양보가 없으면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ㅇ 새로운 전기 마련위해 다양한 협력 논의는 하겠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
임
- 작은 진전에 그칠 전망
ㅇ 5.24 조치의 유연화 확대(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가 하나의 시금석
- 남북한 입장차가 커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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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2015년 중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동향 평가와 전망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서상민

1. 2015년 북한 국내정치통향 평가와 2016년 전망(이철 연구위원)
▢ 이철 연구위원의 발표문 중 “2016년 전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자 함.
① 먼저 정치분야의 전망에서 ‘7차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대외 천
명하고 1인지배체제의 확립이 가시화하면서 자율성과 효율성,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우리식 경제관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1인지배체제의 확립과 시장기제의 확대로 비춰지는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안”과
과연 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병립시키는데 있어,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론’과 같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틀은 아직 관찰되지 않는데, 어떤 내
용으로 당과 인민을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
② 군사분야의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은 핵 소형화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의 개발을 언
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과연 수소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음.
⇒ 12월 16일 연합뉴스는 미국 백악관 대니엘 크라이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음.
북미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해 핵심변수가 북한의 핵문제라

고 했을 때, 임기 말을 앞둔 미국 오마바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둘
러싼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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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중국 국내정치 동향과 전망(이문기 교수)
▢ 이문기 교수의 “2015년 중국 국내정치 동향과 전망”은 “집단지도체제의 변화가능성”과
“권력의 안정성” 측면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행위를 다른 논쟁적 시각에서 제시하면서 정
리해 내고 있음.
① 하지만, “왜 시진핑은 이른바 ”권력집중“을 꾀하는가? 과연 시진핑은 무엇을 목표로 하
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권력성격을 파악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물론 발표자는 “시진핑의 개인의 신
념과 의지”가 후진타오 시기와는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만, 그 “개인의 신념과 의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
음.

② 시진핑의 “신념과 의지”가 권력구조와 관련 있다면,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시진핑의 평가
와 입장에 대한 선행분석이 필요해 보임. 즉 권력승계의 제도화 안정화를 위해 확립된 집
단지도체제를 시진핑 불안정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 독점”을 추구하고 있는
지?

그렇지 않다면 집단지도체제를 보완하면서 국가주석 또는 당총서기로서 정책통합력을

확대함으로써 작금에 약화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능력(governability)”을 제고하
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③ 시진핑의 정치행위를 목표를 권력투쟁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투쟁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시되어야 함.
- 시진핑에 있어 권력투쟁은 목표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 권력투쟁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결과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함. 왜냐하면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친구로 할 것인지? 어디까지 진행하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임.
- 시진핑의 권력투쟁이 과연 “태자당”이나 “공청당”을 넘어선 자신의 새로운 계파를 형
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시진핑 이후 권력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구성하
려고 하는 것인지? 자신의 퇴임 후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인가? 등과 관련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 만일 시진핑의 정치가 권력투쟁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 목표를 “21세기에도 중국공산당
의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인지배
체제나 권력집중보다는 더 제도화되고 예측가능한 권력구조와 권력승계 과정 확립을 추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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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중국 경제의 현황 및 전망(한동훈) 논평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1. 거시지표 및 거시정책
o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대로 떨어진 이후 경착륙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경착륙 가능
성은 크지 않음.
- 성장률이 7% 진입 후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밝힌 바와 같
이 향후 5년간 6.5% 이상 성장하면서 연착륙 할 전망
o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가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소비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외국인투자 철수와 자본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가 그 자리를 채워갈 것으로 전망됨.
o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실업 문제보다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로 부각됨.
o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1.5%로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거시정책은 재정정책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큼.

2. 경제 및 산업 정책
o 향후 중국 경제는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이 심화될 전망
-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개혁의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자본
주의시장경제의 특성이 점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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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이 되는 WTO를 통해 중국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양자 혹은
다자를 통한 FTA를 통해 대외개방을 심화시킬 전망
o 중국은 세계 2위의 실물경제애서 이미 대국으로 성장함.
-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경 대
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전망.
- 소비수준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무역대국(1위)으로 세계 무역 규칙을 형성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중국과 미국의 GDP 규모 추정(2015-2028년, 억 달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6.5%
110285
117453.5
125088
133218.7
141878
151100
160921.5
171381.4
182521.2
194385.1
207020.1
220476.4
234807.4
250069.9

중국
7%
103,554
110803
118559
126858
135738
145240
155407
166285
177925
190380
203706
217966
233223
249549
267018

7.5%

2%

111320.6
119669.6
128644.8
138293.2
148665.2
159815
171801.2
184686.3
198537.7
213428.1
229435.2
246642.8
265141
285026.6

177646.3
181199.2
184823.2
188519.6
192290
196135.8
200058.5
204059.7
208140.9
212303.7
216549.8
220880.8
225298.4
229804.4

미국
2.5%
174,163
178517.1
182980
187554.5
192243.4
197049.4
201975.7
207025.1
212200.7
217505.7
222943.4
228516.9
234229.9
240085.6
246087.8

3%
179387.9
184769.5
190312.6
196022
201902.7
207959.7
214198.5
220624.5
227243.2
234060.5
241082.3
248314.8
255764.2
263437.2

주: 2014년 중국과 미국의 GDP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o 금융부문의 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
- 11월 30일 위안화가 IMF의 SDR로 편입 결정(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제3의 통화로 부상함. 5년 후 쿼터를 재평가할 때는 쿼터가 2배 가까이 커질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이번 쿼터 결정시에는 유로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화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
었으나 다음 결정에서는 달러화의 비중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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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안화의 SDR 편입시 구성 비율 전망
통화

20112015년

2016-2010년

달러

41.9

41.73

유로

37.4

30.93

엔

9.4

8.33

파운드

11.3

8.09

위안

-

10.9

o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
- 중국은 양적 성장을 통해 각 산업부문에서 이미 대국으로 성장함. 향후 산업정책에서는 단
순히 규모가 큰 산업대국이 아닌 기술력을 갖춘 산업강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하고 진행 중.
-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조화로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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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북한의 국가경제개발과 남북 경제협력

(주)SGI컨설팅 회장
유완영

○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계획은 제2의 ‘단번도약’ 구상
- 2000년대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을 통한 ‘단번도약’의 경제발전전략
- 대외경제개방의 출구로서 특구개발의 성패는 ‘외자 유치’
-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복과 전국단위의 지역별 ‘총동원’을 통한 주민 재결속 목적
- 2000년대 추진해온 국가경제개발 전략의 연장선
; 대풍그룹의 외자유치, 국가개발은행 설립, 국가경제개발총국의 내각기구로의 격상(국가경
제개발위원회) 등
- 제7차 당대회는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경제(개선)정책 선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자립’ 경제노선의 변화 가능성, ‘세계시장’, ‘경제번영’ 중요성 부각
○ 외국인 관광객, 투자자 유치를 통한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 마식령스키장, 금강산 관광, 평양 시내 유원지(문수물놀이장) 개장 등
- 외국투자단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
- 최근의 평양시내 변화 : 택시 증가 (5개 회사), 직불카드 사용, 과학자거리, 유람선, 외국
방문객 증가 등
○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질적인 성과 부진
- 최근 2-3년간 특구개발 계획발표와 관련 법률 개선 등 투자유치 노력에 비해 실적 거의 없
음 (동북3성 등 중국 지방정부의 기존 투자의 확대 정도)
- 외자 유치의 실패 결정적 요인은 투자 불안정성
; 취약한 인프라, 낮은 대외 신용도 등

○ 내년, 대외 관계 개선 움직임 확대 기대
- 특구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은 필연적
- 7차 당대회 전후 핵문제 타결 시도, 핵보유국 지위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 (북미간
직접협상, 6자회담 복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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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관계 복원 중요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여전히 높음 (2014년 북한 무역의 69% 규모)
- 북러 무역 역시 극히 미비 (1%이하, 나선경제특구 정도)
- 북한의 경제회복 특구 전략 등 대외경제개발 노력과 맞물려 통일대비 주도적인 기반 구축
참여해야
- 당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경협 참여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통신, 철도, 도로, 물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 시작되어야
-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투자협력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북한개발 민관컨소시엄 구성
등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특히,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제협력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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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2015년 중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동향 평가와 전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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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발전추세

사회: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발표1>

2015년 중미관계의 전개와 항후 발전추세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교수
공커위

[국문요약번역]
2015년 중미관계는 여전히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고 있으며, 공통의 이익과 모순이 서로 경
쟁하고 있다.
1. 2015년 중미관계의 전개
대체적으로 말해, 2015년의 중미관계는 “큰 변화를 보여주는 우여곡절”의 발전적 추세를
보여주었다. 연초 중미 양국관계의 시작은 양호하였다. 3월에서 5월까지 중미양국의 경쟁은
점차 두드러졌다. 6월 중미전략경제대화가 열렸고, 양국의 고위급 방문이 이어졌다. 9월말
시진핑 주석은 성공적으로 미국방문을 하였고, 이는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
었다. 10월 미군함이 중국의 남중국해 난사군도 부근의 해역에 진입하여 중미관계가 다시
변하였다.
1) 정치(외교)영역 - 중미관계의 핵심
중미양국의 교류가 재개된 이후,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으며, 대화메커
니즘도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 2015년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2) 경제영역 - 중미관계의 토대
중미의 경제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상호협력하고 윈윈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이다. 양국정부는 실속있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중미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3) 군사영역 - 중미관계의 척도
수교 이후, 미중양국은 군사영역에서 교류를 전개하였고, 중미 해상군사안보협상메커니즘
과 양국국방부 방위협상 및 실무접촉 메커니즘 등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미양국의 안보문
제는 여전히 중미관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미간의 모든 양자문제에서
군사안보영역은 여전히 대립적 관계에 있으며, 적어도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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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영역 - 중미관계의 하이라이트
중미 양국은 수교이후, 문화, 과학기술, 교육, 체육, 여행, 위생 등 영역에서 교류가 빈번
하였고, 각 영역에서 협력도 끊임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현재 매일 양국의 수 만명이 왕
래하고 있으며, 17분마다 한 대의 항공편이 오고가고 있으며, 2015년 양국을 교류한 연인원
은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국제사무 - 중미관계의 플랫폼
중미양국은 중요한 국제, 지역,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견지해 오고
있다. 협력의 영역은 한반도 문제, 이란핵문제, 남아시아 등 지역의 주관심사와 아울러 테
러, 대량살상무기확산, 에너지안보, 공공위생, 재해예방 등 비전통안보 영역까지 이르고 있
다. 양국은 기후변화, 세계개발아젠다, 세계위생안보 등 중대한 문제에서도 소통과 협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2015년 중미관계의 특징
1) 고위층의 상호교류가 빈번함.
2015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오랫동안 단독 교류의 시간
을 가졌다. 양국지도자는 또한 유엔총회, G20, APEC, 기후변화 파리대회 등에서 교류를 이
어나갔다.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전전화예약을 통해 4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왕이 외교
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은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참석 등 4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사전전
화예약을 통해 5차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2) 방미일정을 조기에 확정함.
2월 11일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9월 유엔창설 70주년기념활동과 아울러 미국을 국빈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진핑 주
석은 이 초청에 응하였다. 7개월 전에 국빈방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미중관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2015년 미국의 대중정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임을 결정지었다.
3) 성(省)·주(州)간 교류
수교 이후, 미중간 활발한 지방교류협력은 양국관계발전의 중요한 토대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3. 2015년 중미관계의 주요문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미 양국간 실력 대비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중미관계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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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졌다
는 점이다. 전략적 경쟁은 중미간의 전통적인 4개의 모순(전략불신, 대만문제, 경제무역마
찰, 인권문제)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상분쟁, 사이보안보 등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났
다.
1) 해상분쟁
중미의 해상분쟁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균형전략의 배경 속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이 끊임없이 가속화됨에 따라, 동해, 남해문제가 동시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
국과 주변국가의 민족주의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중미간 전략경쟁과 대립양상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략적 경쟁양상은 국부적인 문제에서 전반적인 문제로, 언어에서 행동으
로, 심리적인 경쟁에서 외교적 경쟁(쟁탈)으로 바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군이 가까운 시일에 남
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에서 순찰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곧이어 이는 기정사실이 되
었다. 남중국해문제는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어느 정도에 있어,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대만문제를 대체하였고, 중미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2) 사이버안보
중미 안보에 있어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급속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양국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중미양국은 일부 관념(사고), 방법 그리고 실질적 개
선과 원칙의 상호간 이해를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3) 대중국 논쟁
2015년 미국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언론과 인터넷상에 쏟
아졌다. 이는 미국의 대중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으며, 미국의 중국비판도 눈에 띄게 증
가하였다. 사안(문제)을 두고 비판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4. 중미관계의 향후 발전 추세
중미관계가 부상하는 강국과 기존 강대국의 관계로 한층 더 부각됨에 따라, 양국관계의 전
략적 경쟁요소는 줄어들지 않았고,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미양국은 마치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있는 것 같다.
1)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다”
중미관계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아주 좋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제문제가
양국 간의 토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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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개 차원의 각도로 분석
중미관계를 양자간, 지역간 그리고 글로벌의 세 개 차원으로 분석해 보면, 양자간, 글로벌
차원의 관계발전은 양호하고, 협력이 순조롭지만, 지역차원의 문제는 경쟁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3) 전략적 상호 신뢰인가 아니면 상호 불신인가
전략적 상호신뢰의 부족은 중미관계에서 장기간 존재해온 구조적 문제이다. 비록 중미양국
이 신뢰를 쌓고 의심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실력차이가 줄어
듦에 따라 미국의 초조함이 늘어가고 있다.
4) 국제질서의 다툼
미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외교
를 전개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주변외교(周邊外交), 신아시아안보관 나아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까지 제시한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끌어 온 국제정치경제 및 안
보체계에 한 걸음씩 도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5) 미국대선 등의 불확실한 요소
내년은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해로, 중국문제는 미국 내에서 관심과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이
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중정책이 강경할지 아니면 온화할지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당이 미국의 국회를 장악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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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的中美关系发展和未来趋势
初稿
作为全球第二大和第一大经济体，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最大的社会主义国家和最强
的资本主义国家，中国和美国这两个国家关系的重要性自然不言而喻。两国双边关系早就已经超越地区、
甚至影响到国际形势和国际格局。但是，中美关系又是极其复杂的，在意识形态、民主、价值观、国际法
等诸多领域存在着明显分歧，两国关系可谓，“或敌或友”、“亦敌亦友”、“可敌可友”。
2015年中美关系依旧是合作与冲突交织，共同利益与矛盾斗争并存。
一、2015年中美关系的发展
大致而言，2015年的中美关系呈现“波澜曲折”的走势：新年伊始，双边关系开局良好；到3月至 5月
两国博弈逐步上升 ；6月举行了中美战略与经济对话，两国关系全面进入高访时刻；9月下旬习近平主席
对美国成功访问，有利推动了中美关系的稳定发展；10月，美军舰闯入中国南海南沙岛礁邻近海域，中美
关系再起涟漪。
具体而言，从政治（外交）、经济、军事、人文、国际事务，这五大方面来看，2015年中美关系的发
展如下所述。
1、政治（外交）领域—中美关系的核心
中美重启交往大门以来，两国高层交往日趋频繁，对话机制逐步完善，2015年势头得以延续。
2015年1月28日，王毅外长在北京会见美国副国务卿舍曼。2月10日至12日，美国常务副国务卿布林
肯访华。2月11日，国家主席习近平应约同美国总统奥巴马通电话，两国领导人互致新春祝福，同意在新
的一年共同推动中美关系持续稳定健康发展。2月24日至26日，应美国总统国家安全事务助理赖斯邀请，
国务委员杨洁篪访问美国纽约。3月17日，国家主席习近平在人民大会堂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3月2
0日，外交部长王毅应约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话，克里向王毅通报了伊朗核问题谈判取得的最新进展和
难点。3月29日，外交部长王毅在瑞士洛桑出席伊朗核问题六国与伊朗外长会期间会见美国国务卿克里。
4月 3日，外交部长王毅应约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话，美方希望与中国在内的各方进一步加强合作 ，最
终完成伊核谈判。5月16日至17日，应外交部长王毅邀请，美国国务卿克里访华。6月21日，国务委员杨
洁篪在纽约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6月23日至24日，第七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和第六轮中美人文交
流高层磋商在美国华盛顿成功举行。刘延东副总理作为习近平主席特别代表，与美国国务卿克里共同主持
人文交流高层磋商。汪洋副总理、杨洁篪国务委员作为习近平主席特别代表，与美国总统奥巴马特别代表
国务卿克里、财长雅各布·卢共同主持本轮战略与经济对话。7月2日，外交部长王毅在维也纳参加伊朗核
问题谈判期间会见了美国国务卿克里，双方就中美关系及伊核谈判深入交换了意见。7月 9日，正在俄罗
斯乌法陪同国家主席习近平出席金砖国家领导人会晤的外交部长王毅应约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话。7月
21日 ，国家主席习近平应约同美国总统奥巴马通电话，美方感谢中方为达成伊朗核问题历史性协议所作
贡献。8月5日，外交部长王毅在马来西亚吉隆坡会见美国国务卿克里。9月16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特
别代表、国务委员杨洁篪在洛杉矶会见美国副总统拜登。9月21日，外交部长王毅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
话，要再接再厉，落实完善各项细节，确保习近平访问美国圆满顺利成功。9月22日至28日，国家主席习
近平对美国进行国事访问并出席联合国成立70周年系列峰会。10月8日，外交部长王毅在北京会见美国常
务副国务卿布林肯。11月2日，国家主席习近平在人民大会堂会见出席中美“二轨”高层对话第五次会议的
美方主席、美国前国务卿基辛格，以及前国务卿舒尔茨、前财政部长鲁宾等美方代表。11月6日，外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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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王毅应约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话。美方军舰在中国南海采取的行动损害双方互信，挑动地区紧张，中
方对此严重关切。11月12日，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张德江在人民大会堂会见了美国国会众议院少数党
领袖佩洛西。11月24日 ，国务委员杨洁篪应约同美国国务卿克里通电话 ，双方表示为即将举行的气候变
化巴黎大会取得成功做出贡献 。11月 30日，国家主席习近平在巴黎会见美国总统奥巴马 ，就中美关系发
展及共同关心的国际和地区问题深入交换意见。12月2日，国务委员郭声琨在华盛顿会见美国总统国家安
全事务助理赖斯。12月11日，国家主席习近平应约同美国总统奥巴马通电话，就巴黎气候变化峰会等问
题进行了磋商。
2、经济领域—中美关系的压舱石
中美经贸关系是两国关系发展的重要支柱，互利共赢是中美经贸关系的本质。中美在自然禀赋、人力
资源、市场、资金、技术等各方面具有较强的互补性。中美建交以来，双方经贸关系迅速发展，合作领域
不断扩大，内涵日益丰富，相互依存持续加深。与建交初期相比，中美双边经贸合作已由单一的贸易关系
发展到两国国民经济的各个领域。
2015年3月 30日至31日，美国总统奥巴马特别代表、财政部长雅各布·卢访华 ，国务院总理李克强、
副总理汪洋、财政部长楼继伟等分别会见。4月11日至17日，美国商务部长普利兹克和能源部常务副部长
舍伍德·兰德尔访华。5月20日，国务院副总理汪洋同美国财政部长雅各布·卢通电话。6月23日至24日，第
七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在美国华盛顿举行。11月21日至23日，第二十六届中美商贸联委会在广州举行
，中美企业家圆桌会、省州和城市间经贸合作会、卫生保健合作研讨会、农业与食品合作研讨会等系列合
作性活动在广州举行，国务院副总理汪洋与美国商务部长普里茨克、贸易代表弗罗曼、农业部长维尔萨克
等出席。
与此同时，两国政府加强务实合作的努力，似乎并不能改变中美战略竞争加剧的态势。2015年3月12
日，英国宣布申请加入中国倡导的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无意间再度拉开了中美间密集博弈的大幕。对于
中国倡导的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尽管美国内部有不同意见，但奥巴马政府认为，“中国正试图在世界
上发展最快的地区制定规则，这将使美国的工人和公司处于不利境地”。为此，对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的成立多方阻挠。然而，英国的加入引发了美国盟友连锁式反应，法、德、意、澳、韩纷纷跟进，美国阻
扰失败。10月5日，美国、日本等12个国家达成跨太平洋伙伴关系（TPP）协定，而中国并不在其中。
3、军事领域—中美关系的晴雨表
中美两军关系是两国关系重要组成部分。建交以来，两国在军事领域开展了交流，建立了中美海上军
事安全磋商机制、两国国防部防务磋商和工作会晤机制等对话磋商机制。但是，不可否认，中美安全问题
一直是中美关系的一个短版。在中美所有双边关系中，军事安全领域中主要还是对抗性的关系，至少分歧
是非常明显的。
2015年1月17日至18日，中美两军在广东、海南举行了第二次两军人道主义救援减灾联合实兵演练和
第十次研讨交流。1月25日至28日，美国国防部副部长维克斯访华。4月8日至10日，美国国土安全部长约
翰逊访华。5月，南海问题急剧升温 。5月 12日，美方表示考虑动用飞机和舰船直接挑战中国对一系列快
速扩展的“人造岛礁”的领土要求，美国国防部长卡特要求考虑的选项包括出动海军侦察机飞越这些岛礁上
空，并派遣舰船驶入有关岛礁12海里范围内。5月22日，CNN播发了美国最先进的P-8A侦察机在中国南
海人工岛礁上空的录像。6月8日至13日 ，应美国国防部长卡特邀请，中央军委副主席范长龙访问美国，
双方签署了两国陆军首个正式对话和交流机制。6月22日，中美举行了第五次战略安全对话，就战略安全
议题进行了坦诚、建设性讨论。此次对话由中国外交部副部长张业遂和美国常务副国务卿布林肯共同主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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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人民解放军副总参谋长孙建国、美国国防部负责政策事务的副部长沃穆思以及两国军队和其他文职
高级官员参加。9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访问白宫，与美国总统奥巴马会晤，将两军交流推向新的高峰
。双方宣布达成两军空中相遇安全行为准则，作为最新附件将它纳入早前达成的海空相遇安全行为准则。
9月，中国军舰进入美国阿拉斯加海域。10月27日，美国拉森号海军驱逐舰未经中国政府允许，非法进入
中国南沙群岛有关岛礁邻近海域，中国外交部、国防部提出严正警告和抗议。
与此同时，“窃密”及“网络”风波再度袭扰中美关系。5月16日，天津大学一名教授在赴美参加科技会
议时被捕，美方称，“将以商业间谍罪起诉六名中国人”。6月4日，美国官员透露，黑客通过一次大规模网
络攻击入侵了美国人事管理局(OPM)的电脑，导致400万现任和前任员工信息被盗。美方认为外国机构或
政府可能是此次攻击事件的幕后主使。12日 ，美国官员声称，与中国有关的黑客似乎进入了存有美国情
报与军事人员信息的机密数据库。
4、人文领域—中美关系的亮点
中美建交以来，两国在文化、科技、教育、体育、旅游、卫生等领域交往频繁，各项合作不断推进。
2014年 ，两国人员往来达 437万人次，创历史新高。其中，中国公民赴美228万人次，美国公民来华209
万人次，中国公民赴美人数首次超过美国公民来华人数 。中国赴美各类留学人员总数达49万人 ，中国是
美国第一大国际学生来源国。在美国平均每3个外国留学生就有一个是中国留学生，美国在中国留学生约
2.4万人。美国5000多所公立大中小学已开设汉语课，设立了108所孔子学院，学习汉语的学生超过20万
。
现在每天有上万人往来于太平洋两岸，每17分钟就有一个航班起降，2015年两国人员往来可望突破5
00万人次。
2015年，中美举行中美青年创客大赛 、第二届中美大学校长论坛 、第七届中美妇女领导者交流对话
会、中美埃博拉及全球卫生安全研讨会、中美联合在华推广实施心肺急救培训计划专场宣介、中美二战合
作图片展等。
5、国际事务—中美关系的平台
中美在重大国际地区和全球性问题上保持着密切有效的沟通和协调，合作领域涉及朝鲜半岛局势、伊
朗核、南亚等地区热点问题，反恐、防扩散、能源资源安全、公共卫生、防灾减灾等非传统安全领域，双
国还加强了在气候变化、世界发展议程、世界卫生安全等重大问题上的沟通和协调。特别是在气候变化巴
黎大会上，中美共同向世界展示加大减排力度的决心，为各国携手应对气候变化、打造绿色世界作出表率
。
中美合作的成果日益惠及两国人民和世界人民，也有力促进了亚太地区和世界的和平与发展。
二、2015年中美关系的特点
1、高层互动频繁
2015年，习近平主席对美国进行国事访问，与奥巴马总统有长时间的单独交流 ，两国领导人还通过
联合国大会、G20、APEC、气候变化巴黎大会等见面。
据不完全统计，习近平主席与奥巴马总统应约通电话3次，外交部长王毅与美国国务卿克里通过互访
，参加国际会议场合等见面4次，应约通电话5次。
两国如此频繁的接触，在过去是比较罕见的。过去，中美两国沟通机制的欠缺是造成外交风波的技术
原因。中美双方的部分危机如“银河号”、北约轰炸中国驻南联盟使馆、南海撞机等事件，都是因为双方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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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和沟通机制的欠缺。
中美两国在2105年的接触都在国际局势 ，如伊核协议、气候变化协议等问题的关键节点进行 ，既体
现了中美两国对对方意见的重视和沟通的重要性，而且也充分说明了中美两国在国际事务中举足轻重的作
用和地位。
2、访美日程早确定
中美两国领导人在2013年6 月的安纳伯格庄园会晤，2014年11月奥巴马总统访华的瀛台夜话都成为
佳话。
早在2月11日 ，国家主席习近平应约同美国总统奥巴马通电话时，奥巴马就邀请习近平9月结合出席
联合国成立70周年纪念活动对美国进行国事访问，习近平接受了邀请。
提前7个月就发出国事访问的邀请，这在中美关系史上颇为少见。这表明，奥巴马从2014年4、5月美
对华政策管理失序的状况中汲取了教训，用提前宣布高访的形式对中美关系实施战略管理，从而也定下了
2015年美国对华政策总体上要保持稳定的基调。
以往，准备一场重大的双边峰会，意味着中美双方会一起努力保持两国关系的平稳。比如，2009年1
0月，奥巴马推迟会见达赖喇嘛，因为不想扰乱当年11月他作为总统对中国的首次访问。
在习近平访美前夕 ，中方还派出主管外交的国务委员杨洁篪和主管安全的中央政法委书记孟建柱访
美，与美方磋商，作出诸多承诺，就是担心习近平访美期间节外生枝，确保圆满成功。
3、省州间交流
建交以来，富有成效的中美地方交流合作一直是支撑两国关系发展的重要基础和推动力量。目前，中
美缔结了43对友好省州、200对友好城市关系。中国21个省市与美国6个州（市）建立了贸易投资合作联
合工作组。据美方统计，美国42个州在过去10年对华出口翻了一番以上；中国企业在过去5年对美直接投
资增长7倍，累计达410多亿美元，遍布美国44个州，创造了8万多个就业岗位。
由于美国各州发展呈现不均衡态势，相互竞争激烈。美国各州政府对中国在美投资高度期待，希望借
此拉动当地就业、改善和更新老旧的基础设施、促进民生水平提高。中国国内大批企业拥有良好资质和充
足的资金，正在积极寻找机会开拓国外市场。美国州政府对华交往没有联邦政府的政治包袱、没有对华意
识形态面具、没有来自其他方面的掣肘，双方在投资合作方面可谓一拍即合。中美两国加强地方合作的另
一个好处在于能够更为直接地加深相互了解，改变彼此的一些模糊认识和误解，同时用互惠互利的成果有
效牵制美对华经济外交的消极面。
中国省、市与美国州、市、县间通过有关机制开展的经济与贸易合作，如中国省、市与美国加利福尼
亚州、艾奥瓦州、德克萨斯州和芝加哥市之间建立的“贸易投资合作联合工作组”机制。中美双方对工作组
寻求在促进中美地方经贸投资合作、加强双边经济联系方面发挥重要作用感到鼓舞，欢迎建立类似机制，
并尽力为两国地方政府间更密切的经贸往来创造条件。
三、2015年中美关系的主要问题
中美关系跌宕起伏，波谲云诡。从20世纪90年代的“海湾危机”、“南联盟大使馆被炸”、“中美撞机”到
如今的“网络黑客”、“南海问题”、“TPP遏制中国论”以至美国的“亚太再平衡战略”，中美之间的明争暗斗
仿佛从未休止。
随着2008年金融危机后中美实力对比的加速变化 ，中美关系进入了一个新的发展阶段，其中一个突
出的特征就是两国间战略竞争加剧，具体表现是在中美间传统四大矛盾（战略互疑、台湾问题、经贸摩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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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权问题）之外又出现了一些新的问题领域，如海上争端、网络安全等，2015年表现更甚。
1、 海上争端
中美的海上争端是在美国实施亚太再平衡战略的大背景下凸显出来的 ，其中最突出的当属钓鱼岛问
题和南海问题。
钓鱼诸岛自古以来就是中国的领土，被日本非法占有。二战后，钓鱼岛及附属岛屿（以下简称钓鱼岛
）本应在雅尔塔体制下归还中国。但因冷战需要在美国单方面主导的旧金山体制下形成钓鱼岛争端。对这
一争议，美国长期保持沉默，不愿意得罪中日任何一方。然而，2010年9月钓鱼岛“撞船事件”发生后，包
括希拉里在内的美国官员公然声称钓鱼岛适用于 《日美安保条约》。2012年以来，日本右翼分子和野田政
府上演购岛闹剧，致使中日关系再度紧绷。就在这一敏感时刻，美国的立场和行动不断向日方倾斜，致使
中日矛盾不断升级。
南海问题本是南海周边国家围绕相关岛礁归属以及海域划分存在的分歧和争端。过去的美国历届政
府都在这个问题上持不介入态度。2010年7月，希拉里在东盟地区论坛上突然声称：“在南海自由航行、
亚洲海上事务保持开放状态、在南海地区尊重国际法，这些关乎美国利益。”美国正式介入南海问题。在
美国的撑腰打气下，一些声索国气焰升高，在此问题上采取了一些更具挑衅性的行动，南海地区波诡云谲
。
随着美国介入的不断加深，东海、南海热点同步共振，中国与周边国家民族主义情绪升温，中美战略
竞争和对抗明显上升，战略博弈从局部转向全局、从言论转向行动、从心理较劲转向外交争夺。
美国的亚太战略本意是利用小国投棋布子，减轻国内军费开支缩减的压力，通过整合同盟体系，“以
最小的代价换取最大的收益”。但该战略也被小国利用实施大国平衡。有的国家有恃无恐，借助“中国威胁
”提高对美要价，在热点问题上更加强硬，美国被盟友利益绑架。第三方因素对中美关系的掣肘，使中美
在亚太地区陷入了一个恶性博弈的怪圈。
尤其是在最近这些年，南海问题间歇爆发，对中美关系的冲击越来越大，就在习主席访美后不久，美
国媒体放出话来，美军计划近期在中国南海人工岛礁12海里巡航 ，继而成为既成事实 。南海问题再度引
发关注。在某种程度上南海问题已取代台湾问题成为中美发生军事冲撞的主要诱因。
在南海和钓鱼岛问题上，中方的态度十分明确，即中国的主权不容交易，外部势力不应插手中国与有
关国家双边的争议，但同时中国对十以商谈有关管控争端的办法、寻求问题的妥善解决持坦诚、开放的态
度。美国政府声称，在南海争议问题上不持立场，但官方层面持续加强同菲律宾、越南等声索国的关系，
包括时隔多年首次派军舰访问越南、与菲商谈美军重返苏比克湾基地的协议等，在多边场合对中国进行含
沙射影的指责，甚至明确要求中国接受东盟提出的制定“南海行为准则”。
2、网络安全
在中美安全关系中，网络安全的重要性迅速凸显，这使两国关系变得更为复杂。
美国指责中国的商业网络间谍活动和中国对电子商务的限制。美方认为，中国政府从事或是资助针对
美国公司和政府的大规模网络间谍活动，刺探个人信息或是获取商业机密，然后把这些重要信息交付给中
国公司，包括国有企业。
9月11日，奥巴马明确表示，中国被指参与的网络攻击“难以容忍”，表示出将在中美首脑会谈中表示
担忧的想法。由于中国被认为参与其中的网络攻击，约2200万美国联邦政府雇员等的个人信息遭到窃取
。奥巴马要求加强警戒，并表示这是“事关核心国家安全保障的危机”。
12月1日，首次中美打击网络犯罪及相关事项高级别联合对话在华盛顿举行。对话由国务委员郭声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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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美国司法部部长林奇、国土安全部部长约翰逊共同主持。中美双方在此次对话中达成了《打击网络犯罪
及相关事项指导原则》，决定建立热线机制，就网络安全个案、网络反恐合作、执法培训等达成了广泛共
识，取得积极成果，在落实两国元首达成的共识方面取得重要进展。双方决定2016年6月在北京举行第二
次对话。
但是，事实上，中美两国还需要花很多年时间才能建立起对一些理念、方法、实质性发展和原则的相
互理解。
3、对华大辩论
冷战结束以来，美国国内曾经历过对华政策大辩论，一次发生在1995年到1996年间，当时中国经济
进入快车道 ，同时在1995年台海危机爆发，遏制派和接触派争执激烈，最终接触派的观点占了上风 ，其
基本立论是随着中国融入美国主导的世界经济体系，中美在政治制度上的差异性会逐渐趋同。另一次是2
005年，中国入世后在世界经济中的分量迅速增加，而美国因深陷两场战争而日益感到力不从心，对中国
所谓“搭便车”的行为感到不满，要求中国承担更多责任，最终各派在要求中国成为“负责的利益攸关方”上
达成共识。
2015年，一场美国对华政策的大辩论正在美国进行 ，各种意见潮水般见诸媒体和网络 。有的美国学
者担心，中美关系已经到了对恶化的忧惧超过对未来的希望的临界点，对华接触政策面临分崩离析的危险
；有的学者干脆断言现在的中美关系就是全面竞争；有的要求重新审视对华政策，建议下任总统与中国减
少接触，增加平衡，以对抗为主，以合作为辅；有的学者则认为，将一个全球最稳定、最有秩序、最富有
经济活力的地区变成另一个冲突地带并不符合美国的利益，如果美国不负责任地改变对华政策，无异于寻
找敌人。中方也有学者认为，两国实际已经处于修昔底德陷阱，新冷战已经拉开序幕，战略摊牌是早晚的
事。
“对华政策大辩论”增加了美国对华政策的不确定性，使之成为2015年中美关系的演进面临一个相当
特殊的背景。
2015年4月，美国外交关系协会发表一份《修订美国对中国的大战略》特别报告，建议针对中国取代美
国称霸亚洲的大战略，建立美国自己的对华大战略，其核心是平衡崛起的中国的力量，不再协助其已有优
势；改变现行对华政策，强调限制中国经济和军事扩张对美国在亚洲和全球带来的危险。
正是在这些大背景下，美国对中国批评明显增多，从过去的“对事不对国”到不断点名批评中国，措辞
强烈，“对事又对国”，十分强硬。
四、中美关系的未来趋势
随着中美之间“崛起大国”与“守成大国”范式的进一步凸显，两国关系中战略竞争性要素并未减少，甚
至呈现出上升的趋势。
中美两国似乎也陷入“修昔底德陷阱”，一个新崛起的大国必然要挑战现存大国，而现存大国也必然会
回应这种威胁，这样战争变得不可避免，修昔底德陷阱几乎已经被视为国际关系的“铁律”。
1、“好也好不到哪里，坏也坏不到哪里”
中美关系“好也好不到哪里”是因为两国存在着结构性矛盾，其一、中美在意识形态领域差异巨大，都
坚信自身体制的优越性。两个政体之间就存在着截然不同的政治传统、价值体系和文化，这使两国对对方
政府高度疑虑。其二、美国始终是中国从对外打交道的主要的对象之一，但是双方交往方式和内涵在不同
历史时期大相径庭。其三、中美两国都是对国际政治中的现实主义者，都相信自己国家的最高利益是独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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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而一些外交行动都必须以国家利益为依归，不会为了追求某种不切实际的目标而在对外关系上不计代
价或者不计所得。其四、中美总是处在新旧交替过程中。中国脱胎换骨，再次成了新兴国家，美国则是老
牌发达国家，担心被中国超越。其五、中美外交思想和传统差异巨大。美国领导人注重发展个人关系，而
中国不会把自己的命运寄托在个人的善意上。美国注重解决实际问题，而中国注重对彼此关系的评价。
中美关系“坏也坏不到哪里”是因为经济作为压舱石的重要作用。中美关系多年处于“斗而不破”状态，
全赖美国商界、金融界这根“中美关系的民间支柱（洪博培语）”的鼎力维持。此次习近平访美首站选在西
雅图显然经过精心考虑。这里曾是波音总部，现在还有数万员工。波音公司与中国有极为密切的合作关系
。在这里举行中美企业家座谈会，与此刻华府以网络攻击、南海冲突、人权话题等构成的言论气场相比，
几乎是冰火两重天 。过去20 年多年当中 ，中国政府拥有一支不花钱的游说队伍 ，即在中国投资的各大跨
国公司，其中的主力是微软、通用汽车、波音等美国公司及花旗银行等金融巨头。它们一直主动帮助中国
政府游说美国政界。
2、 三个层次的角度分析
中美关系可以从双边、地区和全球这三个层次来分析，双边、全球层面关系发展势头良好，合作顺畅
，但是在地区层面则是竞争与博弈上升。
双边层面，自上世纪80年代至今 ，中美陆续建立起90多个对话机制 ，涉及政治、经济 、军事、教育
、科技、文化、反恐、防扩散、国际地区事务等多个方面，主要包括中美战略与经济对话、中美联合商贸
委员会、中美人文交流高层磋商、中美联合科技委员会等。这些对话机制基本都是部级以上的，在这些对
话轨道范围内，单纯的中美双边问题可以得到很好的管控和处理。两国针对具体问题，启动相关项目小组
，通过对话协商的方式解决问题，“政治对政治，经济对经济”；当项目小组无法解决和协调时，就按照处
理机制，向更高一层机制移交，从而控制矛盾波及范围，提高问题解决的效率。在具体问题的处理过程中
，积累共识和信任，构建相关制度。中美外交实践表明，中美对话机制最大的好处是可以适时对危机进行
管控。当危机发生时，双方的沟通必须清晰无误，从而让双方决策人准确判断对方发出的信息和事态严重
程度。危机发生时最危险的不是危机本身，而是任由非专业渠道去添油加醋、歪曲事实。因此，中美在双
方机制建设中的一个重要任务就是畅通危机管控渠道，同时由外交、军方、安全等方面进行经常性对话。
全球层面，全球性生态失衡、环境污染、减灾、人口爆炸、减贫、防疫、资源短缺、粮食安全、食品
安全、国际恐怖主义、跨国犯罪、毒品泛滥、网络信息安全等问题都有存在，有些问题甚至愈演愈烈，已
经成为摆在每一个国家，特别是中美面前的难题。中国在承担力所能及的全球和地区责任方面付出了长期
努力，但面对的各种威胁难以得到根治。美国在全球展开的反恐战争收效不明显，应对好这些挑战需要共
同协调行动。特别是最近，中美两国加强在气候变化领域的沟通协调，共同推动今年巴黎气候变化大会取
得成功。
地区层面，亚太是中美利益交集最多、互动最频繁的地区，中美竞争较量的态势近几年在该地区表现
得十分直接和明显。有人认为，中国崛起已经对美国亚太地区战略布局产生冲击。美国视亚太为其全球霸
权的战略依托和保障，不能容忍其在该地区领导地位受到威胁。奥巴马上台后，更加重视亚太地区，高调
宣布“重返”亚太，加大在亚太外交资源投入，巩固和扩大伙伴关系；强化美国在亚太的军事存在，增强了
对“第一岛链”、“第二岛链”的战略部署；推动美国主导的“跨太平洋伙伴关系”TPP；利用亚太地区国家争
端，介入钓鱼岛和南海争端，明显强化了美国的存在和对中国的牵制。
3、战略互信还是互疑
战略互信缺失是中美关系中长期存在的一个结构性问题。尽管双方在增信释疑方面做了大量的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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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而随着两国实力对比的不断接近，美方的焦虑感仍在上升。
美方对中国的许多举措存在猜疑，有些难以消除。美方关注中国军事力量的增长；中国推动“一路一
带”的战略意图；中国在南海问题上的动机；中国同俄罗斯会不会发展战略合作关系甚至结盟。美方认为
这些问题影响到美全球战略的实施，中方的某些动作挑战美国的战略利益。
在战略共识缺失的背景下，当美国对中国采取更加强硬的举措时，中国也很容易将其看作是美国对华
战略正在发生调整。这一认识反过来会进一步侵蚀本已被削弱的中美战略共识、战略信心，导致中国被迫
做出更为强硬的反应。
这样，在中美两国之间，战略共识的缺失与双方强硬的政策之间就形成了恶性循环。近年来美国主张
对华强硬，主张“遏制”中国、“惩罚”中国、“制衡”中国的人越来越多，这也是不争的事实。
4、秩序之争
中美关系是否已演变为“秩序之争”？2014年上海亚信会议和2015年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出现以来
，有关“世界秩序之争”已成为中美关系中的重要话题，而且越来越热。一些西方人士断言，中美关于国际
秩序之争将成为新世纪地缘政治的首要纷争。
美方认为，中国国家主席习近平上台后，特别是中共“十八大”之后，中国展开更加积极的外交，中国
似乎抛弃了前领导人邓小平“韬光养晦”的战略。从“周边外交”到“新亚洲安全观”到“亚洲基础设施投资银
行”，外界认为，中国一步步在挑战二战后美国领导的国际政治、经济和安全体系。
中国多次表示，中国是现行国际体系的参与者、建设者、贡献者，同时也是受益者。改革和完善现行
国际体系，不意味着另起炉灶，而是要推动它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发展。中国提出的“一带一路”、亚
洲基础设施投资银行倡议，都是开放、透明、包容的，有利于有关国家发展经济，增加就业，减少贫困，
欢迎包括美方在内的有关各方积极参与。
中国外长王毅曾明确表示，中国的周边外交奉行亲诚惠容理念，坚持睦邻友好政策。中国的发展不是
去动别人的奶酪，而是要与各国一起做大合作共赢的蛋糕；中国的目标不是去搞所谓“势力范围”，而是要
打造利益和命运共同体；中国提出“一带一路”倡议不是去争什么主导权，而是要为各国共同发展提供新的
机遇；中国发起成立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不是要另起炉灶，而是要完善现今金融体制，克服融资瓶颈；
中国在南海自己岛礁上开展必要的建设不是去针对谁，而是要改善驻守条件，提升驻守能力，并履行作为
南海最大沿岸国应尽的国际义务。
中美关系是否已演变为“秩序之争”仍是一个开放的问题，最终的结局取决于中美双方在未来的岁月中
如何互动。
5、美国大选等不确定因素
明年是美国的大选年，中国问题又将成为各方关注和争论的焦点。总统候选人希拉里·克林顿称中国“
试图黑进美国一切不能动的东西”，另一个候选人川普则指责中国“从美国偷走工作岗位”。
现在很难说，美国的民主党和共和党对华政策将采取强硬政策还是缓和政策，而是什么人，什么样的
党会掌控美国国会并赢得总统大选。
与其他总统参选人不同，希拉里与中国的恩怨可谓源远流长。20 年前 ，当选希拉里还是美国第一夫
人的时候，她出席了在北京举行的联合国第四届世界妇女大会。当时她直言“女权即人权”将中国政府激怒
。在那次演讲中，希拉里虽然没有点名，但抨击中国政府剥夺妇女选择生育的权利，强制妇女堕胎、做绝
育手术。希拉里在奥巴马第一个总统任期内担任国务卿，是奥巴马政府“亚太再平衡”战略的主要实施者之
一。2010年9月，正是希拉里在东盟地区论坛外长会议时明确提出，南中国海争端是美国优先解决的外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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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务，是美国国家利益的一部分。今年9月，习近平访美期间，希拉里在社交媒体推特上批评习近平一边
迫害女权人士，一边主持联合国妇女权益大会“无耻”(Shameless)。目前看来，希拉里入主白宫的可能性
很高，这对中美关系也将是一个考验。
中美两国人口占全球四分之一，经济总量占全球三分之一，贸易额占全球五分之一，中美关系早已超
出单一领域和双边范畴，发展为牵动世界战略神经、影响国际格局走向、事关全球经济发展的世界最重要
双边关系之一。如果没有中美两个大国的协调合作，世界上很多事情都难以办成，中美双方应该进一步加
强在双边、地区和全球层面的对话合作，增进两国和国际社会的福祉，共同克服“修昔底德”陷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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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중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조세영

1. 중일관계의 현황
o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1990년대까지 중일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체로 양호
하게 전개
-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체제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음
o 고이즈미 정권(2001년4월-2006년9월)에서 중일관계는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경험
-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한 역사문제로 인해 정상외교(頂上外交)가 파행을 겪기도 했으
나, 외교안보 전략의 본격적 충돌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o 고이즈미 이후의 아베-후쿠다-아소 정권(2006년9월-2009년9월)은 경색된 중일관계의 회복에
노력한 결과,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에 합의
- 중일관계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이후에도 하토야마 정권(2009년9월-2010년6월)까지는 비
교적 양호하게 유지
o 2010년 후반 이후 중일관계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국면으로 진입
- 2010년 9월 센카쿠 주변수역 불법조업 중국인 선장 체포(민주당 간 나오토 정권)과 2012
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조치(민주당 노다 정권)가 결정적 계기
o 2012년 후반에 등장한 아베 정권과 시진핑 정권 아래서 중일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구조적으
로 고착화
- 영토해양문제와 역사문제에 더하여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충돌 양상을 노정
- 센카쿠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인해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4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개최(APEC 계기)를 고비로 경색 국면 완화
o 아직 중일관계의 갈등 구도가 해소된 것은 아니나, 2015년에 들어서 경색 국면을 벗어나 상
황관리 국면으로 전환
- 4월(반둥회의 계기)과 11월(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중일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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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는 4년간 중단되었던 중일 안보대화(차관보급)를 재개
2. 일본의 대중정책
o 아베 정권은 외교안보 전략의 최대 화두로서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외교적 포
석을 전개
- 중국의 급속한 대두로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팽창적 외
교와 적극적 해양진출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 인식
o 영토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공세적 외교 전개
- 센카쿠 영유권 문제와 관련, 정부 내에 영토해양 문제 담당 조직을 신설.강화하고 적극적
인 대외 홍보 노력 경주
- 역사 문제와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보수우파적 역사관을 적
극적으로 주장
o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고 호
주, 인도, 동남아 등 여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 특히, 일본의 안보적 역할 강화 측면에서 전례 없이 적극적인 성과 축적 (NSC 설치, 국가
안보전략 발표, 무기수출3원칙 변경,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안보관련 법안 정비 등)
3. 중국의 대일정책
o 시진핑 정권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신형대국관계’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에 대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정책 추진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국력 증대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도권 확립을 위해 적극
적으로 일본을 견제
o 센카쿠 문제와 역사 문제에서 공세적인 대일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일
동맹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입지 확대를 추진
- 센카구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를
전후질서(戰後秩序)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
-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와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응하여 동중국해/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적 장악력 강화 추진
4. 중일 양국의 상호인식
o 중일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방어적 동기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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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
o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불투명성과 공세적, 팽창적 대외정책을 지적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중지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
- 센카쿠 수역에 대한 중국 정부 선박 진입의 상시화(常時化),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동중
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남중국해 해상구조물 건설 등을 현상변경의 사례로 거론
- 중국이 증대된 국력을 구사하여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o 중국은 일본이 먼저 센카쿠의 현상유지에 대한 암묵적 양해를 위반했으며, 미일동맹을 강화
하면서 중국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
- 무기 수출 허용과 집단적 자위권 해금 등 일본이 군사 분야에서 기존의 억제적 노선을 탈
피하여 동아시아 안보정세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
- 아베 정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담화 수정 시도, 도쿄재판 검증 추진 등 역사인식
문제가 중국에 대한 빌미 제공
o 중일 양국은 국내정치적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위협을 강조하고 적극
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측면도 존재
5. 중일관계의 전망
o 최근 중일관계의 상대적 안정화 현상은 적극적인 협력관계 복원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위
기관리 차원의 소극적 상황관리 의도의 반영으로 해석
- 2014년까지의 긴장 고조 국면을 거치면서 양국 모두 강경대응에 수반되는 부(負)의 측면
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소통 부족과 오해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
대 도출
- 정상회담 개최, 안보대화 개최,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 조기 운용 개시 합의 등은
이러한 배경 존재
- 제3국에서 국제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경제분야와 문화.인적교류 분야에
서 실용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관리 모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일각에서 중일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적극적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
이 실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 양측에 모두 ‘관리 모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engage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불명확
o 중일 양국의 갈등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중일관
계는 상당기간 동안 긴장과 대립이 계속될 전망
- 양국의 전략적 상호 불신이 뿌리 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외교안보전략이 근본적으로 충
돌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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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중일관계에서는 경제 문제 등 비군사 분야가 중심 의제였으나, 이제는 군사 및 안
전보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일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 (미야모토 전 주중국일본대사, 2015년 9월 28일 아시아조사회 강연)
o 양국 정상의 임기(아베 2018년 9월, 시진핑 2022년 11월)를 고려할 때, 중일관계의 현재 기
조가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
- 현재 일본의 대중정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베 정권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아베
정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음
- 중일 양국은 이 기간을 각자 국내적으로 ‘부국강병’ 노선을 통해 국력을 증강시키는 기
회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6. 중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o 현재의 중일관계는 양국 간의 원만한 협조적 관계 구축보다는 전략적으로 상호견제하는 갈
등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아시아에서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초래할 우려
-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
지력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세적 억지(assertive deterrence)’의
인상
- 중국도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중일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할
가능성 (동아시아에서는 핵심이익과 해양권익을 내세우며 일본을 적극적.공세적으로 견제
할 가능성)
o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전략의 화두는 제1열도선과 제2열도
선을 중심으로 A2AD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관련 법안 정비와 미일 간의 MD협력 강화는 대북한 억
지력의 차원보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MD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하
나의 군사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흐름 속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가속
화’
- 이는 미일동맹의 성격이 일본의 방어와 유사시 한미동맹 지원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억제
와 견제의 방향으로 그 중점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
o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 과제
- 대북한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일협조의 3중협력구도 유지 필요
-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
-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일관계와 미중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국
vs. 미/일’의 구도가 고착화되면 한국 외교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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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규정으로 귀결될 것인 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
는 중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
- 현재 한국은 미국과는 구별되는 한국형 MD를 추구하면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
전’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첨단 군사기술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미/일 일체
화의 MD 협력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 입지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
o 한국은 안보적 역할 확대와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중심으로 발상하는 중일 양국과는 달리,
대화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발상을 강조할 필요
-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다자적 안보 협력을 촉진할 필요
- 이를 위한 대전제는 한국 스스로가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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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외정책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I. 2015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o 올해 초, 미국에서는 5년 만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백악관에 의해 발간되었음.
-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 강조였음. 즉, “현재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시
대의 기회를 잡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다”라고 서문에 쓰고 있음.
- 이는 2010년 NSS와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 2010년 NSS의 키워드는 “국내에서 힘을 키우
고 해외에서 국제질서를 구축한다(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였음. 당시 보고서
의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제협조를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음.

또한

협상을

통한

관여

(engagement),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했었음.
- 올해 NSS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먼저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되었기 때
문인데,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국 실업률은 10%남짓이었으나, 현재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은 5.7%로 줄어들었음. 또한 정부재정적자 역시 1조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많은 미국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에너지산
업의 붐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상승되었음.
-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종결로 인해 17만 명의 미군병력이 미국본토로 돌아왔으며, 과거
18만 명과 비교해 현재는 15,000명의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음. 이는 다른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
o 올해 NSS는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리더십이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또
한 소위 지정학의 귀환 및 중동정세의 악화로 인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는 명제
를 부정하고 있음.
- 즉, 푸틴의 침공, 중동정세 악화, 중국의 부상 등 다양한 사건들은 현재 미국의 힘이 강
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미국과 같은 동
일한 선상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Susan Rice가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언제 발휘할까가 아니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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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요한 점은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임.
- 올해 NSS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있는데, 향후 5년간 미
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 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지역
에서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명시하였음.
- 대 중국 정책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분야와 함께 차이점 등이 있음
을 언급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대 중국 견제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큰 틀에서의 향후 미중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 견제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대중정책은 점점 관여방향으로 진화되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헷
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음. 작년 APEC정상회담에
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이나 갈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해왔음.
- 이번 NSS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인 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관찰, 사이버절도에 대한 필요조치 등 중국과 차이점
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은 경제력 회복으로 인해 가능해진 힘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미중 간 경쟁구도는 차기 미국 정부가 들
어서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II. 미중관계와 미국의 대중정책
o 미중관계는 2013년 6월 Sunnylands 정상회담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후 중국의
CADIZ 선포 이후 긴장감이 존재하기 시작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일본을 방문하고 센카쿠 열도가 미일동맹에 기반한다는 언급
을 하였으며, 이후 미중 간 긴장감이 지속되었음. 이와 같은 긴장관계는 2014년 상반기까
지 지속되었음. 즉, 같은 해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미중 간 설전이 이어졌는데 헤이글
과 왕관중(王冠中)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간 설전이 있었음. 또한 미국 Department
of Justice는 PLA officer 5명을 기소했음. 이와 같은 긴장관계는 2014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Ukraina,
IS 이슈 등으로 인해 중국문제에서 다소 관심을 멀리했기 때문임.
o 2014년 말 베이징 APEC회의에서는 미중 간 29개의 합의가 나왔는데, 그 중 4개가 중요함.
- 첫 번째는, 기후변화합의인데, 이것은 양 국가가 글로벌 이슈에 관하여 최초로 공조하기
로 결정한 것이었음.
- 두 번째로 비자연장이 합의되었는데, 미중 양국은 미국비자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음. 이로 인해 people to people exchange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 또한 군사적으로 confidence building measure와 관련한 MOU를 맺었음. 미중은 군사적 충
돌을 피하기 위해 해·공군력 이동시 서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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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미중 양국은 경제부문에서 bilateral investment treaty관련 MOU를 맺었음.
- 이 같은 합의는 중국 측에게 2015년 미국이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라는 것을 암시하였으며, 미래 안정적인 미중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o 그러나 2015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음.
-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미중 간 interdependence를 인정하고 있음. 미국은 또한 중국이 rule setter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
임.
- 또한 중국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미중관계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
임.
- 미국의 interest와 중국의 interest가 충돌할 경우 중국의 interest를 용인하지 않는 입
장임. 미국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manage하기를 원하고 있음.
- 2009년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중국의 신장과 티벳에 대한 이익을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바랬으나, 미국은 joint communique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후 중
국은 2013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며,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음.
o 미국은 중국이 major role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system을 overturn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
는 입장임.
- 중국중심의 rule과 system은 국제적 규범과 norm을 follow해야 하며 accord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transparent해야 하며 국제적 standard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o 이와 같은 2015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남중국해와 AIIB
가 주요 사례임.
-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인공섬은 단지 rock에 불과하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행동
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것은 섬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의 12마
일 이내로 미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임.
o AIIB와 관련하여 미국은 AIIB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AIIB의 legitimacy에 대해 의
문시하는 입장임.
- 즉, AIIB의 설립 및 운용이 국제적 standard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보장되
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임. 만일 몇 년이 지나 standard에
부합한다고 증명이 될 경우 미국은 AIIB에 가입할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올해 가시화된 경제력의 회복과 함께 차기 미 정부의 대
중국정책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해 frame을 형성해주려는 의도가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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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중관계의 특징
o 현재의 미중관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로, 정치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현재 상호간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 전
통적인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몰래 힘을 키워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려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기 어렵다
는 입장임. 중국은 미국이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억지하려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중
국이 제시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는 패권안정이론에 기반한 미국의 시각을 수정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
음.
o 두 번째로, 안보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은 동맹국들 및 전략적 파트너들을 통해 중국을 견제
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임. 즉, 역외균형전략임.
-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전략에 의거하여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기
반하여 미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즉, 미일 간 정보공유, 항공모함 훈련 등이
이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연안전투함을 싱가포르, 필리핀, 일
본에 배치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미 1998년 일본
에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THAAD의 한국배치를 고려 중에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반접근
지역저지(AA/AD)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러시아로부터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
일을 요격할 수 있는 S-400시스템의 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음.
o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자국중심의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가
속화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RCEP, FTAAP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려 하
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미국은 유럽에서 TTIP, 아시아에서
TPP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은 FTAAP를 추진
하다가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의 TPP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FTAAP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무역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음.
IV. 2016년 전망
1. 미국의 역외균형전략 본격화
o 2016년 미국의 대외정책은 역외균형전략 즉, 여전히 지상군투입 등 적극적인 개입이 부재한
가운데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기여에 기반한 지역안정 및 패권유지 전략
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작년 중간선거 당시 연 경제성장률 5%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경제회복의 주기로 진
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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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미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미국의 역외균형전략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한미동맹의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을
점점 더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국은 일본의 기여는 지나치다는 입장인데, 센카쿠 등 중일 간 쓸모없는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임. 이에 반해 한국의 기여는 부족하다는 입자임.
2. 미중 갈등의 가시화
o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중 중요한 점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임.
- 현재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미중 간 얽혀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의
식하여, 냉전시기 대 소련 정책과 같은 군사적 봉쇄정책 대신에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
축해온 국제질서와 규범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 즉, 중국의 이익과 중국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제규범을 설정하는 중국의 역할까지도 인
정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국제규범을 어기는 행위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따라서 향후 미중 간 갈등의 폭은 더욱 증가하고 협력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됨. 최
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인공섬
건설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이 실
효지배하고 있는 지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향후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충돌은 자제하겠지만 미국은 12해리 이
내로 군함을 지속적으로 보내 대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V. 한국의 외교전략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의 해법은 무엇일까?
o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임
- 남북관계가 갈등국면은 미중갈등국면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옴. 2010년 상황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음.
적어도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미중 간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국면은 막아야 함.
o 또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됨.
- 현재 한중관계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한국에게 안겨주고 있으며,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흑자액을 기록하고 있음. 작년 말부터 이와 같은 무역수지흑자액이 줄어
들고 있으나, 여전히 한중경제관계는 중요함.
- 또한, 중국의 중요성은 단지 경제문제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북한문제와 통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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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무시해서는 안됨.
-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제공해주고 있음.
- 작년 10월 2+2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일 3각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동맹이 중국과 건
설적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음.
o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상호간 인식의 갭(perception gap)이 존재하고 있는 미중 간에는 지속적인 갈등
과 협력이 되풀이될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흔들게 될 것임. 미중 간 인식의 갭
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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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발전추세

국방대학교 교수
하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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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미중관계의 진화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선
1. 도입
○ 미중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변화추세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학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두 강대국의 안보전략과 상
호관계의 진화방향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려 함. 다양한 현실
주의 이론들이 존재하므로 미중관계에 관해서도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 글
에서는 특정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론의 구성요소를 취사선택하고
필자의 아이디어와 조합해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함. 미중 상호작용의 주 무대가 아시아
임을 고려하여 논의를 그에 한정할 것임.

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가. 목표
○ 미국정부는 역외리더십정책(offshore leadership)이라 규정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추진
하고 있음.1) 안보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전략의
주목표임. 유일한 리더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정책을 부시행정부 2기에 들어 폐기한 이
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여타 강대국들의 국제적 리더십을 수용하고 있음. 일부 전
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리더십 행사를 가급적 삼가며 주요지역에서 세력균형 유지에 필
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역외균형정책(offshore balancing)2)이나, 국제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사양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1) 이동선, “미중 군사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제18권 제1호 (2011), pp. 163, 175.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4),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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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
○ 미국은 우세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기도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력 사용을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절제된 국방’ 기조를 유지.3)
- 특히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육전력의 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전력과 공전력에
주로 의지하고자 함.4) 해공전력도 실제로 투입하기 보다는 무력행사 위협을 통한 강압외
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그리고 미국은 군사작전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동
맹국들에게 전가하고자 함. 특히 지상전에서는 동맹국에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자 함.
○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 외교’ 기조도 유지하고 있음.5)
- 이란 핵문제 등 주요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이란 핵개발에 관한 잠정합의가 최근의 일례임.
- 또한 통상관계와 국제제도를 비롯한 비군사적 정책수단을 리더십 유지와 행사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함.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체결을 추진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UN)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
라고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리도 중시함.
- 이에 입각해 강대국관계의 관리에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이러한 우선순위 재조정의 주요 원인임.
- 반면에 테러집단과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음. 근래에 미국 국민
들이 9.11 공격과 같은 대형 테러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대체로 대량살상무기 확
산방지를 위한 이라크 침공이 불필요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북한 문제에 관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도 오바마 정부가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강대국관계를 우선시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위치한 아시아를 중시
하고 있음.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임. 그러나 중
단기적으로는 이슬람국가(IS)의 득세, 이란 비핵화 프로세스의 공전, 아프가니스탄의 불
안정,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에 따라 실제 회귀가 지연될 수 있음.
○ 미국이 이렇듯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중시하는 것은 상대적 국력의 약화와 재정위
기에서 비롯된 가용재원의 제약 때문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의
한계를 자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함.6)
3) 이동선,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 절제된 방위와 적극적 외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09), pp. 130-136.
4) 육전력은 지상전 수행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일컬으며 지상군과 해·공군 지원부대를 포함. 육전력은 Mearsheimer
(2014)의 land power에 해당함. 해전력은 해전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통칭하며 해군과 육·공군 지원부대를 아우름.
공전력은 항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자원을 의미하며 공군과 육·해군 지원부대를 포함. 육전력은 적 지상군 격파/영토 점
령을, 해전력은 적 해군 격파/해상봉쇄를, 공전력은 적 공군 격파/전략폭격을 각각 주된 임무로 함.
5) 이동선 (2009), pp. 136-139.
6) Stephen G. Brooks,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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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
○ 미국은 해양 및 연안 국가들을 규합하여 자국이 주도하는 연합을 구축함.7)
- 역외국가인 미국에게는 해양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연안지역이 그 다음순위에 해당함.
-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을
이미 세력권에 편입하였음. 이들은 해양국이거나 중국/러시아와 육상국경을 공유하지 않
은 연안국임.8)
- 이에 더해 중국/러시아와 접한 연안국들도 끌어들이기 위해 작업 중임.

베트남, 미얀

마, 인도, 파키스탄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연합의 강화·확대를 위해 우세한 해공전력과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확장억지
등 안보지원을 통해 우방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9) (하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하며, 특히 지상군의 활용은 최소화함.)
- 아울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하여 경제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임.
- 또한 민주주의 등 공유가치를 강조하며 민주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미국은 자국의 리더십을 수용한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역량강화와 책임분담을 촉구함.
일본, 한국, 호주가 이에 해당. 또한 주요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의 핵심을 구축하고자 함.

3. 중국의 안보전략
가. 목표
○ 국력신장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
-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
러한 노력의 일환.
○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더 나아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10) 당장
아시아의 유일 리더가 되거나 최고 리더가 되려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세력권을 설정하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 (2012), pp. 33.
7) 이동선 (2011), p. 179.
8) 해양국·연안국·내륙국의 분류는 개별국가의 ① 해안선과 육상국경선의 비율과 ② 정치·경제중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함. 대륙
국은 연안국과 내륙국을 아우른 개념임. 해양국은 다시 연해국과 원양국으로 세분할 수 있음. 이 이 국가유형 분류체계는 저
자가 창안하였음.
9) Brooks, et. al. (2012), pp. 11-12, 40-50.
10) 이동선 (201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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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내 국제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내비침. 이는 “결부당두(決不當
頭)”라는 덩샤오핑의 당부를 절반쯤 탈피한 노선. 이른바 “주변국 외교”가 리더십
추구의 서막이라 볼 수 있음.11)
나. 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
○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영향력을 키우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우선“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려 함.12) 중앙아시아
-러시아-유럽에 이르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중동을 아우른 해상 실크
로드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창설하고 멤버십을 확대하고자 하며, 브릭스(BRICS) 개발은행 등도 운용하려
함. 통화스와프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 정부·기업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
권을 발행하고, 자국 기관이 국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업그레이드하여 교역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
루어짐.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영향력을 늘리
는 선순환을 추구함.
○ 중국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주변국과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하는 작업이 이 노력의 일환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
부장학금 확충 등이 이에 포함됨. 이는 친중파를 양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공공외교를 통한 매력공세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음.
○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력투사능력 증진에 매진함.
-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을 통해 전력투사능력을 기르면서 배타적 군사 활동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려 함.
- 자국군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타국군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시도. 중국이 2010년
에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계획에 반발해 군사보복을 위협한 일과, 2013년에 동중국
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남중국해에 신형군함을 추가배치하며 미국 함
정을 위협한 사건 모두 세력권 구축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13)
- 이와 함께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병행 추진하여 영향력 증진을 꾀함.
11) 이선진,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JPI 정책포럼』 No. 2014-19/26 (서귀포시: 제주평화연구원,
2014), p. 22.
12) 홍제성, “중국 ‘일대일로’ 세부계획 공개...사업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15년 3월 28일.
13) 박일근, “중국, 남중국해 외국선박 규제,” 『한국일보』, 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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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방법: 연합 구축
○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은 친중연합의 구축도 추진.
-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내륙국을 포섭하는 데에 역점을 둠.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아프가니
스탄, 네팔, 부탄, 라오스, 몽고 등이 실제/잠재적 포섭대상임.
- 인접 연안국을 포섭하는 것이 중국의 또 다른 주요목표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북한이 이에 해당.
-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연안국과 해양국에게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구사하여 일단
친미연합에서 떼어내려 함. 한국도 그 대상국에 포함.
-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과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14) 이에
경제력을 주로 활용함. 군사력과 달리 미국에 비해 열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덜 위협적으
로 인식되기 때문임. 중국이 러시아와 인도를 일대일로 등 다자경협에 포함하려는 것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보임.
라. 점진적 팽창
○ 근래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정면도전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음. 군사력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임.15)
- 현재 내륙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크지 않으므로 중국은 해양세력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 그런데 해양세력권 확대경쟁의 승패를 가를 해공전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못
미침. 해공전력은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우세한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 부문에서
따라잡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 해공전력은 또한 자본집약적이기도 함. 그런데 연안국인
중국은 해양국인 미국과 달리 육전력 확충에 국방비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야 하므로, 해
공전력에 미국만큼 재원(자본)을 투입할 수 없음.
- 중국에게는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국도 유사시 전력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별 무리 없이 이동 배치할 수 있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이 일
단락되었으며, 이란과 시리아 등 불량국가와 IS 같은 테러집단을 상대하는 데에는 전력
을 대거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또 다른 주요지역인 유럽에도 대규모 군사개입을
야기할만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
지만, 미국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개입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
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국과 동맹을 맺고 있음. 중국이 연안 및 해양지
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수록 연안·해양국들이 불안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과 협력할 것임. 반면에 중국은 변변한 해공전력을 갖춘 동맹국을 두고 있지 못함.

14) 최우선 “동북아,” 『국제정세전망 2014』(서울: 국립외교원, 2013), p. 54-56.
15) 이동선 (2011), pp. 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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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력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는 이유
임.16)
- 중국은 아직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 등의 구호로 표현되는
타협전략을 완전히 폐기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음. 인내하고 기다리면 훗날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반면에, 섣불리 도전하면 강력한 견제를 받아 국력증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미국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상대적 국력의 신장추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음.17) 시진핑이 “중국몽(中國夢)”의 실현과정을 2049년까지로 길게
상정한 것도 장기적 국력변화추이에 관한 낙관적 전망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18)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팽창은 점진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될 것임. 성장한 국력을 바탕
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반발을 무마하는 것임. 최근 남중국해 공동
개발을 비롯한 해양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행보에 해당.

4. 미중관계: 리더십 경쟁
○ 향후 십여 년간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 미
국과 중국의 안보전략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19)
- 앞서 설명한 미국 안보전략의 속성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절제된 국방, 적극적 외교, 선택과 집중, 연합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
기 때문.
- 중국 안보전략에는 보다 현저한 질적 변화가 생길 것.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차지하
는 비중이 늘고, 연합 구축노력이 강화되며, 대외팽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전략이 맞물리며 리더십 경쟁이 심화될 것. 리더십 경쟁은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놓고 벌이는 경합.
가. 경쟁촉진 요인
○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우세한 육전력을 활용하여 인접한 내륙지역 일부에 배
타적 세력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이에 속할 개연성이 큼. 중국과 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 완충국들에게도 우세

16) 이동선 (2011), p. 178.
17) 최우선 (2013), p. 40.
18)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2013); “시진핑 중국몽의 핵심은 모두 배불리 먹는
것,” 『주간조선』, 2013년 12월 16일; 외교부 정책기획국 정보분석과, “중국몽의 내용과 시사점,” 2010년 4월 6일.
19) 중국의 부상이 순조롭게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음.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자산시장의 버블 등 심각한 문제가 이미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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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러시아와 인도 등 여타 강대국 때문에 배타적 세력권
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몽고, 카자흐스탄, 네팔, 부탄이 이에 해당. 연안국이지만 타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도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 (유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류강대국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국에 필적할 수 없을 것.)
○ 미국은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할 것.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이 여기에 속할 공산이 큼. 중국과 접경하지 않은 연안국도 포섭할 수 있을 것.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 이에 해당.
○ 이로써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임.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한 콘도미니엄을 구축할 가능성은 적음.
○ 두 세력권의 경계에 존재하는 회색지대가 안보딜레마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
- 연안지역은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연안국인 중국
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해양과 내륙 사이에 위치한 연안지역에는 미국의 강점인 해공전력과 중국의 주력인
육전력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연안지역에서 경합을 벌일 개연성이 큼. 베트남과 미얀마 등 중국
에 인접한 연안국이 경합의 장이 될 것. 연해도서인 대만과 (북한 때문에) 연해도서나
다름없는 한국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일 것.
- 미중 양국은 이들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
○ 해상에는 경계선을 분명히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중국해 등 중국 연해에 회색지대
가 형성되어 미중 양측의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음.
○ 세력권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들이 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줄타기외교를 펼치는
것도 회색지대의 형성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이 될 수 있음. 미중 어느 한 편에 완전
히 예속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이 줄타기외교를 조장
할 수 있음.
○ 중국이 주요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국
과의 안보딜레마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음.
- 현재 중국은 세계제일의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각
지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천연자원과 다양한 산업부품
을 사들이는 세계 2위의 수입국임.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해외무역은 약 90퍼센트 가
량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음.20)
-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국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미 중국은 경
20) http://www.chinairn.com/print/37806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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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가 통과하는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에 해전력을 투사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더 넓은 작전반경을 가진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21)
-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의 동맥인 주요 교통로를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적
으로 방치하거나 미국과 같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타국에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중국의 교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점차 강화될 것임. 미국을 능가
하는 해전력을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해전력 투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미국은 해전력 증강으로 맞설 것이며,
그 결과 군비경쟁이 촉진될 것임.
나. 경쟁제한 요인
○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임.22) 일부 연안지역도 미국의 세력권에 포함되겠지만 그 핵심거점은
해양지역임. 냉전기 닉슨독트린이 드러내었듯, 해양국인 미국은 판세가 불리할 경우 아
시아 연안지역에 철수할 의향을 갖고 있음. 반면에 중국의 핵심거점은 연안 및 내륙지
역임. 근래 연해지역을 장악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리라 예단하기 어려움.23)
○ 중국의 해공전력 증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심한 군비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임.
-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대륙국가인 중국에게는 사활적 이익이 아님. 특히 중국과 같은 광
활한 자원부국은 해상봉쇄에 취약하지 않음.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취약
성은 더욱 감소할 것. 55퍼센트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도 에너지 소비의 18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뿐임.24) 석유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더라도, 중국은 전략비축량과 소비효율
성을 높여 해상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임.25)
- 또한 중국은 육상교통로 건설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음.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함.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중국은 이미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과 자국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음. 중국에 우호적인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이 육상교역로 구축의 주요 후보지임.26) 에
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과 철도망도 이미 완성된 상태임.
21) 중국은 석유 수입량의 약 85퍼센트를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음. Charles L. Glaser, "How Oil
Influences U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2 (2013), p. 132.
22)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pp. 81-118.
23) 연해지역 장악을 위한 중국의 시도와 그로 인한 미중 대립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 (2014), pp. 8-14; Walter Russell
Mead, "History Isn't Dead Yet: Asia and the Return of Geopolitics," Global Asia, vol. 9, no. 3 (2014), pp. 20-23.
24)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February
4,
2014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China/china.pdf);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4.
25) 중국은 이미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Glaser (2013), p. 133.
26)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2013년에 완공되었음. 이선진 (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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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매우 중요
하지만 미국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 아님. 또한 형세가 불리해져 부득이할
경우, 아시아 연해를 통과하는 현 수송로를 포기하고 원양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대체 활
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중국의 제한적 해전력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군비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전략적 현실도 중국의 해공전력 증강노력을 제한하
는 이유가 될 것.
- 중국이 일류강대국 반열에 오르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균열이
생길 소지가 커짐. 내륙강대국인 러시아는 미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세력으
로 남을 것이며, 중앙아시아 등 인접 내륙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국과 경쟁
할 것. 이때에는 중국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러시아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임. 러시아는 자신보다 현저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인접국 중국으로부터 상당
한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 우월해진 중국이 육전력을 대폭 강화하며 내륙지역에서 배
타적 세력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러시아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
- 지난 십여 년간 러시아가 중국과 제휴했던 것은 월등한 국력을 지닌 미국이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팽창과 중앙아시아 침투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했기 때문. 십여 년 후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진 미국이 대등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
아를 이처럼 압박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오히려 미국은 1970년대에 주적인 소련을 견제
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던 것처럼, 일류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개연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전력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해공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 반면에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국방비를 해공전력 육성에 집중할 수 있음.
미국은 여러 지역에 군사력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
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여 아시아에서 입지를 보강할 수 있음. 중국과 달
리 미국은 일본과 같은 주요 해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이 해공전력 경
쟁에서 미국을 누를 확률은 매우 희박함.
○ 미중 패권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상기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해공전력을 갖출 수 없음.
- 경제·기술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핵우위(nuclear superiority)를 점할 수도 없을 것.
- 따라서 미국을 해양·연안지역에서 몰아내고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큼. (오산, 오인, 국내정치 등의 비구조적 요인 때문에 패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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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발전추세

고려대학교 강사
홍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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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중국과 한반도

사회: 이정남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발표1>

북중관계 회고와 전망
통일연구원
이기현

□ 2015년 상반기 북중관계
o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북중관계는 냉각기에 돌입함.
- 북중 고위급 정치교류 전무, 중국 엘리트 및 여론의 대북 인식 악화 (김정은 조롱 등)
북중 어업 갈등, 탈북자의 중국 민간인 살해 사건, 북한의 조교(북한화교) 탄압 등
- 북한의 대중 의존도 탈피를 위한 새로운 후원국 찾기 시도 (궁극적으로는 실패)
o 올해 상반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 취임(3.31)으
로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었음.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현실화 실패
-4월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5월 러시아 전승 기념식, 9월 중국 전승절 등의 기
회 무산
o 북중 무역, 투자, 인적교류 모두 감소세

1)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6%, 15.8% 감소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2012년 정점을 찍고, 2년 만에 반 토막 수준
-북중 인적 교류 역시 감소세, 다만 근로자는 인력 송출에 따른 약간 증가세
o 북중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됨.
- 북한 언론의 의도적 대중 부정 보도 증가(노동신문 연하장 보도순서, 부정적 기사 증가)
- 접경지역 탈북자 범죄 지속으로 중국 여론 악화2)

□ 북중관계 개선의 조짐들
o 중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변화 조짐은 2014년 말부터 관찰되기 시작함.
- 2014년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 추도식에 류위산 등 중국 주요 관료의 양국관계의 전통우
1) 북한, 대중국 무역, 투자, 인적교류 트리플 감소세, (한국무역협회, 11.11 보도자료)
2) 2014년 9월 12월 4명 시민살해 사건 발생/ 올해 3월 단동 북한 무장탈영병 인질극/ 4월 허롱, 북한 탈북자 시민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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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강조 발언
- 2015년 3월 왕이 외교부장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발언 “상호간의 편리한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要看双方的方便)"
- 2015년 9월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에 김정은 초청
※ 중국은 이미 대북영향력 제고를 위해 오래전부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북중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은 것은 중국의 강경기조보다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의 악화는 대북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하며,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대북 영향력이 더 이상 약화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
다.(모 중국 학자의 견해)
o 올해 초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제 대전략인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개
발은행(AIIB)을 구체화한 바, 이로 인한 향후 중국의 주변외교 강화 및 북중관계 개선에 대
한 기대가 제고됨.
- 일대일로 구체화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주변국 경제협력 전략 발표 (예를 들어 지린성
정부“지린성동부녹색전환발전구역총계획”)
- 러시아와의 자루비노항 건설협력 추진 및 북한 항구 적극 개발 의지 표명
- 7월 시진핑의 지린성 일대 방문으로 동북진흥 전략 제고 분위기 고취
O 중국의 대북 유화책 구사 분위기에 하반기부터 북한의 호응 행동도 포착됨.
- 제4차 노병대회(평양) 축하연설(7.25)에서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노병 치하
-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 직접 참배 및 헌화 (7.31)
- 또한 북중합작으로 진행되는 평양 만경대 밀랍인물상 전시관에 덩샤오핑 등 중국 인물
전시 승인 (8.5)
※ 그러나 북한의 유화 메시지는 중국과 혈맹의 전통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해 중국의 북한과
의 정상적 관계에서의 우호 개선 메시지와는 성격 차별

□ 북한의 군사적 모험 재현과 류윈산의 방북
o 미중 정상회담(9.25)을 앞두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 협박을 통한 관심 유도 전략을 재현함.
- 우주개발국 국장과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명의로 미사일과 핵실험 의지 표명
o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협박에 대해 북한을 직접 지명하며 경고할 정도로 과거보다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함.
-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남북긴장국면에 연이은 사태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불
만 반영
-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중국 대변인 성명은 “모든 이해 당사국(有关各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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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정 자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2015년은 '유관국(有關方)'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을 확실히 지칭하는 의미 강조
o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입장을
재확인함.
- 시진핑은 북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협박에 대한 강경한 입장 공조 재확인
o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류윈산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었음.
- 류위산 등 중국의 주요 관료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10.10-12) 참석
- 양국의 전통적 우의(友誼) 복원 및 이를 강조하는 시진핑 친서 전달
o 류윈산 방북의 성사는 북한발 위기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즉,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
다는 중국의 이해와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과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북한
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임.
- 위에서 설명했듯이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의 유화 분위기 조성 중
-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은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 및 대중견제 전략의 명분을 제고하는
바, 이에 대한 중국의 대북 억제 절실
-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문제 등 미국과의 갈등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북한발 위
기에 따른 동북아 지역 안보 부담까지 떠안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
o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경제강국 건설 목표에 좀 더 구체적인 노
선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였음.
- 김정은 정권은 내년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 지난 2년간 핵무력 건설의 성과를 대치하는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 전략을 제시할 필요

□ 2016년 북중관계 전망
o 류윈산 방북 이후 중국의 유연한 대북 관리 정책이 가동되면, 일정정도의 경제적 선물을
포함한 북중 해빙 무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대북영향력 제고를 위해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진행 예상
- 특히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제1원칙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관리가 중요
o 북한 역시 민생 개선 및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바,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경제 건설을 위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 전략으로 당

- 99 -

분간 군사 도발 자제
- 다양한 개발구 추가 발표 및 나선특구 관련법 개선 등을 통한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 노력
제고
o 그러나 북중경헙의 경우 정치관계와 관계없이 시장 논리가 우선하는 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준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지
속
- 북한 나선 특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경협 활성화는 기대 가능하나,
- 시장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타지역에 대한 북중경협 확대는 난망
o 더구나 중국의 현 대북 접근이 예방적 관리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차원을 넘는 파
격적인 대북 포용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은 낮음.
- 북핵, 미사일 등 북한발 위기 부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 김정은 정권이 미중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o 북중정상회담의 경우도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일종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데, 내년에 당장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북중관계 회복 과정에서 상호 간 인식 차 조율 시간이 필요 (북핵, 모란봉 악단 사건 등
문제 포함)
- 북한 정권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김정은 해외 순방 가능 여부도 관건
o 내년에는 반테러를 위한 미중 협력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미국의 대선 분위기로
인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하락될 것인 바, 만일 북한이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하반기 군사적 모험에 대한 유혹을 받을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음.
- 상반기 북중, 남북 경협에서 특별한 성과를 못 도출할 가능성 대비
- 북한의 입장에서 전 세계적 관심의 중동 이전은 북핵 혹은 미사일 기술 제고의 호기
- 동북아에서 미중 협력 구도는 북한의 생존에 불리하며, 현상타파를 통한 북한의 가치 제
고 전략이 관성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종합해 볼 때,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균형외교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예방적으로 관리, 억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현상유지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 시도
- 특히,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를
위해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지 말라는 경고
확대 가능
- 단, 북한이 자국의 관리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향후 인적교류 강
화 및 경제협력의 부분적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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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한중관계의 전개와 향후 발전 전망
국립외교원
김한권

이 글은 한중관계의 향후 발전 전망을 1) 경제적, 2) 군사·안보적, 그리고 3) 사회문화적 측
면에서 분석하려한다. 이후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미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한중관계의 향후 발전 전망의 분석을 위해서는 매
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 분야는 한중FTA, 군사·안보 분야
는 대북관계,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동북아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망을
풀어나가려 한다.
I. 경제적 협력: 지역 경제 통합과 미중 간 무역질서의 경쟁
한중의 경제적 협력은 92년 8월 수교이후 한중관계 발전의 중추를 이루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중 간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와 규범 경쟁이 나타나고,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
경착륙과 성장률의 저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
후의 한중 경제협력의 전망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 한중FTA라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미중
간 조율이 가능한 국제무역과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 속에서 원만한 발전이 나타나리라 예상
된다.
2015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되고,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로 인해 한층 더 발
전한 양국 무역량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농어민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눈앞의 문제와 향후 통관·검역 단축 등 비관세 분야에서 양국의 세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게다가 한중FTA 발효 후 2년 안에 시
작 될 금융과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후속협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중FTA는 향후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메가FTA
(Mega FTA)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즉, 한국과 중국이 함께 추구하는
RCEP과 FTAAP의 타결은 물론 한·중·일 FTA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중FTA의
역할이다.

I-1. TPP 타결 이후 RCEP & FTAAP 협상에 관한 한중의 협력
지역 경제 통합과 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 신뢰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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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경제 공동체 탄생의 과정에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무역 질서와 규범의 경쟁으로 인해 갈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미
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배제된 TPP의 타결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의 경제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가 2015년 9월 30일(현
지시간) 미국 조지아州의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로운 경제 공동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적인 고려는 물론 아·태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려
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미까지 포함된 TPP는 예정되었던 각료회의 일정을 4일이나 연장
하면서 타결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결국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TPP는 5일간
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11.4%인 7억9900만명, 전 세계 무역량의 25.3%에 달하는 9조6222억달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약 28조 달러 규모의 세계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GDP면으로 본다면 유럽연합(EU)의 18조 달러는 물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22조 달러도 넘는 수치이다.
참여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TPP 협상의 타결이 어려워 보였지만, 이러한 걸림돌들을 해
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와 리더십이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엇보다도 TPP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미국 의회
를 향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중국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TPP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갔다. 이러한 오마바 대통령의 주장은 근래에 들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해상과 육
상의 新실크로드를 가리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주창하며 미국이 추구해온 국제
경제와 금융질서에 도전하는 듯한 중국의 행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물론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행보들은 도전이 아닌 기존의 경제, 금융질서에
대한 보완과 개혁의 의미라 밝혔지만, AIIB 설립과 RECP, FTAAP 등의 구축을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발표를 했다. 또한 한국의 박근
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중국이 추구하는 FTAAP와 RCEP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TPP를 내세워 아·태지역 경제 질서를 새로이 확립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응해
FTAAP/RCEP를 주도하는 중국을 치열한 경쟁구도로 해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국의 행보
가 궁극적으로 미중의 경쟁 사이에서 압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TPP와 FTAAP/RCEP이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국 TPP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추어 나갈 것이라 예
상한다. 중국이 TPP보다 FTAAP와 RCEP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질서 수립
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중국 경제구조와 기업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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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면 미국이 TPP를 통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을 맞출 시기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향후 국제사회의 무역 질서와 기준이 TPP의 수준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적인 경제 제도의 개혁, 금융/서비스업의 발전, 수출중심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고 적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에게 FTAAP와 RCEP은 TPP로 가기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와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
는 것은 한중사이의 협력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할 수 없는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RCEP과 FTAAP 타결을 주도하는 경제적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확장과 경제 통합을 함께 이루어 가려는 선진 경제권과 당장은 이
러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에 합류가 어려운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국들의 입장을 본
다면 한중FTA는 이러한 두 경제권을 연결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중간지대로서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 주도의 TPP
가 제시하는 국제 무역질서와 규범으로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개도국들을 유도해 나가는 역
할을 한다면 한중 경재 협력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I-2. ‘일대일로’와 제3국 공동 진출에 관한 한중의 협력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은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와 한국
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결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되게 한국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연결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결을 위해 한국은 과거 남·북·러와 남·북·
중의 경제협력을 추진 또는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다국적 경제 협력을 추진
하려면 크게 4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1) 5.24 조치와 UN 결의에 의한 경제 협력의
한계, 2) 북한의 정치적 불안과 산업 인프라의 부족, 3) 셰일 에너지 혁명과 유가 하락에 따
른 러시아 경제력 감소, 4) 각국 이해관계의 차이 등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남·북·러/남·북·중 3국 협력을 모색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에 우선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장기
적인 접근으로 북한을 아우르는 육상 실크로드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차 시범운항이 진행 중인‘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유지 및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난 11월30일은 한중FTA만
발효된 것이 아니다. 같은 날 한국 국회는 AIIB 협정 비준 동의안을 함께 처리했다. 이어서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서 개최된 IMF 집행이사회는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SDR) 기반통화(Basket)에 편입시켰다. 한중의 미래 경제협력에서 한중FTA, AIIB, 중국 위안
화의 국제화는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중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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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협력은 물론 한중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하여 당사국과 함께 3국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미래
의 새로운 다자간 경제 협력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강화될수록 북한 개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해 강화된 한·중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황금평, 나선경제특구 등 개발을 모색하고 있
는 북한과 남·북·중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
제 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포함한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군사·안보적 협력: 북한 핵위협과 무력도발 방지에 대한 협력강화
향후 한중의 군사·안보적 협력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모두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군사·안보적
교류를 확대시키기에는 전략적 신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 전략의 근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우호관계도 한미동맹의 바
탕에서 증진시켜나간다는 한국의 입장을 중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군사교류 증
진과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중의 군사안보적 이해관계
가 공유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협력이 확
대되어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2015년 9월 9-12일 류윈산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의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 방
북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2012년 12월 위성발사 실험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냉각된 북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무기 보유는 북중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의 과정에서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있다. 또
한 최근 북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귀국은 북중 간의 근본적인 신뢰 결핍과 민감한 의제
들에 대한 논의가 평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중간에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주
변국 모두의 공동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력도
발에 대해 한·미·중·일은 이에 반대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
면 9.2 한중 정상회담, 9.25 미중정상회담, 10.16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
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한·미·중의 단호하
고 분명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동일한 문구의 표현이
11.1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에서도 나타남으로써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한중
일의 이해관계 또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
이유는 현재 한중이 큰 정책 방향에서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9.2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
타난 중국의 입장과 10.16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장기적인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반면, 10.16 한미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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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직후 발표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의하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

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라는 표현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
다.
또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10.16 한‧미 공동성명에서 사용한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
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의 표현은 중국의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주장에도 불구하
고 한국은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재개‘에 방점을 둔 미국과 보조를 같이함을 다시금 확인하
였다. 따라서 동북아 주변 관련국들의 모습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여전히
한·미·중·일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반대하는 공통적인 입장표명이 중국의 군사·안보와 지역 전략적 이익을 침해해온 북
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주변국들과의 단호하고 명확한 공조를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전략적 도구로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12월 위성 발사 실험으
로 나온 'UN결의 2087'에는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
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
는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또
다른 UN 결의 위반 행위가 나타나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들의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와 UN의 근본적인 입장은 한
국과 중국이 향후 6자회담의 재개와 무력 도발 억제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을 압박
하고 설득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카드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III. 인적·사회문화적 협력: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의 관리
한중간의 인적·사회문화 교류는 최근 경제 분야 못지않은 발전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예
로는 양국 간 연간 상호 방문 인원 1000만 명과 주당 평균 1000여 개의 항공 노선이 양국을
오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한류의 열풍이 중국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관광의 해’와 ‘한국관광의 해’로 정해 교류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한중간의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발전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 확대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의 관리에 달려있다. 현재 한중이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역사인식의 차이일 것이
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는 한·중과 일본 사이에서 이미 갈등이 표출된 상황이며 또한 언제든
지 심각한 이슈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016년에는 이러한 3국간의 역사인식 문제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일 양
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협상진행을 주시하는 한편, 한국과 협력하여 위안부 관련 자료의
UNESCO 등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변경 추진은
(관련국과의 협의가 의무가 되는 등재 규칙 변경)은 또 다른 한·중과 일본 간의 역사 인식
문제의 분쟁을 불러 올 수 있다. 한국은 또한 2016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있어 한일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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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협상은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져 다시금 한일 간 역사의 골을 파
고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한중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한 2016년 한해가 될
것 같다. 우선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크게 1) 학문적, 2)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국
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접근, 그리고 3) 지역 전략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접근에서 한중의 협력은 양국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학문적으로 공동 대응하
여 과도한 분쟁을 지양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제식민지 시기의 역사기록이 충분
히 남아있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보유한 당안(檔案)자료에 관한 한중의 공동 연
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역할 분담으로는 학문적 분야에서는 중국이, 인
권과 인간의 존엄성 차원의 접근에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IV. 한중 협력과 미국의 시각
한중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지역 경제통합의 시도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단, 이러한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무역, 금융 질서에 도전하지 않으며, 또한 지역 전략적 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2015년 11월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의 인터뷰 발언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미
동맹과 한중관계는 zero-sum 게임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한국의 국가목표를 위해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중국 역할
론’을 미국이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향후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중사이에서 중국(포용)과
미국(압박)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접근법에 대한 차이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 개발 ‘동결과 관
리’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북한
의 무력도발 시 중국이 금융제재를 포함한 실질적인 제재의 강화를 약속 받고, 한국이 주도
하는 구체적인 장기적 북한 비핵화 acting plan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인 미중간의 국제질서와 규범 경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다. 2015년 6월 3일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이어, 10.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
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직접적으로 요
구받았다. 일본 또한 이 문제를 지난 1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거론하였다. 이
는 비단 남중국해 문제일 뿐 아니라 향후 미·중간의 국제질서와 규범 경쟁에서 한중의 협력
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전망도 필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한중은 우선 10.31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기한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조속한 협상요구에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한중이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는 우호적인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만약
향후 미중사이 국제질서와 규범 경쟁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입장 표명의 적절한 시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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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절해 나가더라도, 국익과 우리의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시장체제,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중심으로 미중사이의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분명한 한국
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한중관계는 경제협력에 이은 인적·사회문화적 교류의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긍정적인 추세
를 이어가리라 전망된다. 특히 지난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발판의 역할은 물론, 미국 주도의 TPP가 주창하는 조건과 기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간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의 ‘일대일로’를 연결시키며 한중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하는, 특히 북한과의 남북중 경제협
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한중사이 존재하는 전략적 신뢰의 한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에는 구
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의 군사교류 증진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계속하는 한편, 미중사이에 고조되는 전략적 경쟁과 국제질서와 규범
확립의 갈등에서 한국의 국익과 가치를 기준으로 선제적이고 명확한 입장과 선택이 필요하
다.
이 외에도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역사인식 차이의 문제에서 관련 국가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
기 위한 한중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에서 일본과는 구분되는 한국 외교
의 고유한 역할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공동보조를 이끌어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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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남북관계의 전개와 향후 발전추세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남훈

○ 개요 및 전망 방법
-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은 그들의 국가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실행되는데 북한은 수령영도체제에 의한 일인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목표는 김
정은 또는 백두산가계의 정권차원 목표로 대치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 및 발전추세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무엇이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북한이 어떠한 정책을 취
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함
- 그런데 북한정권의 목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일 것이나 그 관심 대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이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개 방
향을 전망해보고자 함
○ 북한 정권의 목표
- 북한 정권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백두산가계의 정권 유지일
것인데 김정은 정권은 이와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당 및 군을 장악함
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인민들의 민심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정권 붕괴의 위험성을 감소
시키려고 노력함
-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내부정치,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서 상기 목표의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
갈 것임
- 그런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 핵심에 인척 및 측근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
요하며 또한 그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너무 열악해져서 민심이 이탈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경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김정은이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일 것임
- 특히 인민들의 경제수준 유지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위해서 더 많이 중국을 드나들고 장마당에서의 경제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수록 그들
의 경제적 기대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실행하던 장마당 폐쇄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제
약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임
- 한편 그 와중에 인민들이 접한 다양한 정보는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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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암묵적으로 김정은이 보장해야 할 경제적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군사력도 매우 중요한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를 확
보하기 위해서 비대칭전력을 통한 안보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
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 물론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와
같은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면 정권유지라는 장기적 목표에 바탕을 둔 북한의 단기 목표는 무엇일까?
-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해
서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 105년(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북한의 단기 목표는 2016년 제7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고 판단됨
- 그런데 내년에 개최되는 북한의 제7차 당 대회는 1980년 10월의 제6차 대회 이후 약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책을 결정
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공표하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제7차 당 대회에서 다뤄지고 천명될 핵심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북한의 국내외
정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제7차 당 대회의 안건을 예측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남북관
계를 전망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임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의 안건 예측
- ‘북한이 제7차 당 대회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예측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제7차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향
후 김정은이 추진할 정책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임
- 이를 위해서 김정은은 유훈통치를 마무리하고 경제개발계획이나 사회주의 전망 또는 새로
운 남북한 통일방안 등과 같은 자신만의 정책을 대내외에 공표할 것이라고 예측됨
- 둘째는 김정은이 2016년에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이를 기화로 그 동안의 대대적인
숙청을 마무리하고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였음을 대내외에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임
- 그 결과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오던 조직 및 인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조
직구조를 기반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 및 인적쇄신을 선포할 것이
라는 예측임
-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하고 오랫동안 최고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
해온 김영남과 같은 구시대 인물을 퇴진시키며 자신의 새로운 측근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는 것임
- 셋째는 설득력은 떨어지나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재차 천명함과 동시에 상당 수준의 핵 보
유를 달성했기 때문에 핵동결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임
- “이제까지 북한은 핵 증진 일변도 정책, 도발과 협박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대결 위주 정
책을 펴왔는데 당 대회를 계기로 전술적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임”1)

- 110 -

- 그런데 제7차 당 대회의 핵심 안건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인민들을 작 먹고 입히는 문제
가 안건에 반드시 포함될 것인데 왜냐하면 핵심 안건이 인적쇄신이든, 조직개편이든 아니
면 핵동결이든지 이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문제이며 인민들의 문제는 아니기 때
문인데 인민과 관련된 안건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며 그것이 경제발전일 것이라는 추정임
- 북한이 아무리 전제국가라 할지라도 새로이 공표될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인
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됨
- 한편,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16년 5월 이전까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고 당 대회를 전후하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식량 또는 물자
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임
○ 경제발전에 대한 김정은의 정책
- 김정은은 확실히 인민생활 향상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인민을 언급하고 있으며 ‘수령지도’도 과거와 같은 군부대나 군행사가 중심이 아
니라 경제관련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례로 북한은 2015년 5월경에 인민들의 식량사정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금
지조치를 실행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과거 중국으로 수출되던 수산물이 시장으로 유
입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이 크게 개선된 바 있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김정은은 내년도 제7차 당 대회까지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또는
경제개선 실적을 이룩해야 하는데 현재 북중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대남경제교류 뿐일 것임
- 최근 들어서 북한이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철광석 및 석탄 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섬유
제품 수출도 중국 동북3성의 경기침체로 상당한 감소세를 면치 못함
- 한편 외국으로의 인력송출도 인권보호를 내세운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5년 카타르에서의 북한인력 강제
추방은 이러한 북한 인력송출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2)
- 한편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거듭된 원 조요구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며 국제사
회에 의한 대북제재와 대북 감시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수출 및 불법 활동도 여의치 않은
실정임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는 북한의 경화획득 통로는 개성공단임
- 즉, 개성공단의 폐쇄 된 2013년에 약 2억2천만 달러로 대폴 감소했던 개성공단의 생산 규
모는 그 이후에 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약 4억 7천만 달러, 그리고
2015년에는 9월까지 약 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서 2015년 말까지는 문제없이 5억 달러
를 넘길 전망임3)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화획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한국과의 경제교류라고
1) 박형중, “7차 당대회 개최의 배경과 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15.11.20. p 5.
2) 연합뉴스,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됨”, 2015.8.26.
3)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주요 통계”, 통일부 홈페이지, 2015.12.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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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러한 것이 지난 주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북한이 끈질기게 금
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배경이라고 판단됨
- 심지어 목함지뢰 도발, 대북 심리전시설 조준타격, 8.25 합의 및 이산가족상봉으로 이어
지는 북한의 도발 및 남북합의 과정조차도 실상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 또는 경제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의도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대북 심리전시설에 대한 조준타격 시에 단지 2발의 포탄만을 발사하는 등 제한적
도발을 실행하였고 우리의 대응포격에 대해서도 곧 바로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종국에는
8.25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남북 합의달성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임
- 만약 이러한 추정이 정확하다면 비록

2015년 12월 12일에 개최된 남북 당국자회담이 결렬

되었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금강산관관 재개 성사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조만간
다시 남북 당국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한편 이 와중에 북한이 DMZ 세계평화공원 설치와 같은 우리의 제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것들이 2016년 5월까지 단기간의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근거들임
- 그렇다면 내년 5월까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5
월 당 대회를 경축한다는 구실로 북한이 당 대회 날을 전후하여서 과연 미사일을 발사하
가니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임
-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감행 여부는 당 대회의 안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만약 핵동결이 당 대회의 안건이라면 북한은 결코 자신의 발표를 부정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임
- 그렇다면 만약 당 대회의 안건이 사회주의 10대 건설이라면 어떠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당대외의 안건과도 잘 어울리는 행사가 될 수 있음.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니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그
실행여부는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중장기 목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중장기 목표와 남북관계 전망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중장기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핵무기,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김정은을
지킬 수 있는 측근 핵심엘리트와 호위군사력, 그리고 인민들의 동요를 막아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동원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핵과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판
단되며 이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을 선포한 배경이라고 판단됨
-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체
제유지를 위하여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임. 하지만 대화와 경제교류의 시도는 지
속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가 8.25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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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은 남북한 소강상태는 미국 신정부가 새로운 외교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할 2017
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이며 미국은 북한
핵문제 관련 핵심 플레이어 중의 하나인데 미국은 2017년 신정부가 출범 때까지 북한 핵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임
- 현재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방기하고 있으며 전략적 인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지기까지는 새
로운 대북정책 역시 정해질 수 없다는 맥락에서 북미관계는 2017년 중반까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이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지된 상태에서 남북관계만 급속도로 진전될 여지는 거의 없음.
하지만 8.25 합의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인데 만약 계기가 주어진다면 박근혜정부는 5.24
조치 해제 노력도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함
-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시도 없이 임기 말
까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를 이어간다면 국민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패한 정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한편, 김정은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내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을 경제발전의 촉매제
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 시
도할 것임
- 하지만 2017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할 없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 상당히 일어날 것이기 때
문임
-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며 신정부가 공화당이냐 혹은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확실한 것은 관여든 물리적 압박이든
지 간에 개입강도는 더울 거세질 것이라는 점임
-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진심이든지 아니면 전략적이든지 인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지도자인데 이러한 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남북대화는 경제교류를 중
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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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중국과 한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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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중국과 한반도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서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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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남북관계의 전개와 향후 발전추세 전망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이 현 주

북한 정권의 중장기 목표는 체제의 유지와 안정화이다. 단기목표는 이를 위한 주민생활의
안정화와 민심유지를 위한 경제수준 유지일 것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안정화와 민심유지를
위한 경제수준 유지를 위해서 장마당 폐쇄 등 경제활동 제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중장기 목표인 정권유지와 단기목표인 주민생활의 안정화와 경제수준 유지의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데 북한정권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으로 보이는가.

김정은은 북한주민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2015년 신년 사에서 “당 사업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해야 한다며 새해
를 시작했다. 이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표방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 라며 의지를 천
명한바 있다. 이는 북한의 정책 기조가 ‘선군-핵’에서 ‘인민생활-경제’로 선회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인민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충성을 얻기 위해서 제 7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사상
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시 또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
에 기반한 유일사상체계확립를 세우는데 주력했던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선포하고 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라고 발표한바 있
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는 2017년 미국 신정부 출범 때까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남
북관계만 급속도로 진전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상당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열리는 안보리는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
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채택이 될 것 경우에도 2017년 신정부 출범 때까지
북미관계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북관계는 이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라 보여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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