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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배경과
북·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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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중국이 미국 경
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난해 온 트럼프는 취임 초기 시진핑 주석과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타협을 하는 듯 보였지만, 금년 들어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이
고 있다. 마치 이참에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미국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하
다.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북핵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비핵화 지연에 중국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9.9절 행사
에 참석하지 못했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미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
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중국 문제와 북핵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해결할 것인
지, 아니면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밀린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 번 반
전의 기회를 도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느 방향이든 북미관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월 18일에서 20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
은 위원장이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 핵
문제와 북미관계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고-검증-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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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들일지 여전히 의구심에 제기되는 상황이
다.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로드맵을 받아들인다면 2차 미북정상회담이
10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만일 북한이 여전히 신고와 검증을 거부한
다면 이는 미북대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트럼프 행정부 대 중국 정책 배경

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작년까지만 해도 미중간에는 상호 신뢰구축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각각 미국과 중국 상호 방문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
하는 G2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에
서 제기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의견 조율이 기대되기도 했다. 이
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함께할 시진핑 주석과의 전면적
인 대결보다는 일종의 타협을 택함으로써 향후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
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전략은 2017년 12월 국
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경쟁자 또는 수정주의자로
명시함으로써 대중국 대결구도의 막을 올렸고,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이 핵심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25%의 관세를 물렸고, 중국 역시 같은 액수의 보복을 단행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무역 및 대미 의존도가 크고, 달러의 힘이 막강해
서 위안화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미중간 기술격차가 커서 미국의 핵심 기술 없이
는 중국이 제대로 된 첨단제품 제조가 불가능하고, 유럽 및 일본 등 다른 경제
강국들이 미국편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금년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고인 4.1%를 기록했고 금년도 전체 성장률도 애초 2.5%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을 벗어나 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반
면 중국의 경우 환율과 성장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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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3월 22일 6.33위안이던 것이 8월 10일 6.86위안으로 8.34% 치솟았고
중국의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은 통상갈등 속에 6.7%를 기록, 전년 동기
6.9%보다 소폭 둔화했다.
이처럼 경제지표는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그렇다고 미중간 무역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곧 끝날 것으로 평가하기에
는 이르다. 미국의 추가관세를 부과 받은 품목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도 되지 않기에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이 미국에게 북한 문제까지 양보
해 가면서 무역협상을 종결시킬지 아니면 시간을 끌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
화를 유도하려 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나.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정책의 배경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다.
1970년대 미중관계 개선 당시의 필요성과도 같이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을
전개해왔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겠다는 전략
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 또한 소련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위상을 제
고하겠다는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제를 개발할 수 있었고, 미국은 중국에 투자를 통
한 이익 창출과 중국산 저렴한 물품의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협력은, 비록 중국이 첨단산업으로 진출하며 경쟁적 관계로 발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중 협력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
기에 접어들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에 대한 많은 글과 우
려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정책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 수년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며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
친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부상을 시작한다. 그 결과 자신들의 내해라고 생각하는
남중국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했고,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
면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면서 서태평양에서의 미중간 세력균형을 희망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제기했다. 이에 2009년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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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대외전략의 중점을 아시아 태평양 정책으로 옮기
는 아태 재균형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오바마 대통령 뒤를 이은 트럼프 대통령
은 전임자에 비해 직선적이고 더욱 과감하게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때부터 미국의 경제가 중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
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 놓겠다고 장담했
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세력
이다. 대양 전력에서의 우위와 전력투사를 기반으로 전세계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세력이었다. 대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생각은 한 동
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의 힘으로 얻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양에 진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한 시도가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는 ‘일
대일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순간 미국에
게는 전략적 도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을 미국이 그대로 둘 수 없는 상
황이 된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누적된 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생필품을 수입하여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2017
년 기준 3752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그 결과 미국의 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
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 경
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중국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무역 적자를 해
소하기 위해 500억불에 상당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함으로써 현재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견제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해서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

미중관계는 한반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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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중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북한을 도왔고 미국은 이를 압박했다. 최근과
같은 대화의 시기에는 중국 역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려 했고, 미
국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를 표출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해오고 있다.
큰 틀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독재체
제가 형식적으로나마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중국의 우방국으로 존재하기를 희
망한다. 핵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 지역에 대한 영
향력을 희망하고 있기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도 반대하고 있다. 군사적인 세력 경쟁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넘어 중국을 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통해 긍정적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이다. 작년과 같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본토를 향하는 경우 이
를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
래서 미국은 압박과 대화라는 두 가지 정책옵션을 선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국 협력을 택했다. 북
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중국과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대북 유엔제재를 이끌
어 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 2375, 2397호를 합의하며 북한 대외무역의
90%,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의 90%를 차단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갔으며 결국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
다.
하지만 금년 들어, 특히 무역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 문
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정상회
담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지연되자 ‘중국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근거에서 중국책임론을 들고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개최된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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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중국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꾸준한 문제인식이 있었
다는 방증이다.

<표 1>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대중 견제 발언
일시
5월 17일

5월 23일

계기

발언 내용

나토 사무총장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과 두 번째 회담을 했다.북한이 시

면담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한 뒤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한미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두 번
째 만난 뒤 조금 바뀌었다.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중국은 우리를 도왔다. 하지만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연설

않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다.

7월 31일

플로리다 연설

중국이 북한문제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8월 16일

백악관 각료회의

6월 27일

8월 20일

8월 24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미-북 관계가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
각한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과거처럼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대중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

폼페오 방북 취소

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책임론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결과 북한은 어떠한 협상태도
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어떠한 경로로 돕고 있는지를 파악
하는 데에는 정보의 제약이 크다. 하지만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가 전통적 혈연관계가 언급될 정도로 회복되었고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
이 다시 허용되었으며, 북중 교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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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북미관계 전망

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타협 가능성
그렇다면 북한문제에 대해 미중간 타협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타협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지도자들은 모두 현실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미중이 한반도
에서 타협을 시도하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너무 낮다. 트럼프 대통
령이 시진핑 주석을 믿을 가능성도 낮고, 반대로 시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북한 문제를 미국과 타협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둘째,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중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간 협력의 궁극적인 모습은 중국이 한반도 북쪽에서의 영향권을 인정받으며
비핵화와 미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지
속적으로 친중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보장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셋째, 효과가 제한적이다.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을 한다 해도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 반대로 북한 김정은 정
권이 ‘고난의 행군’을 전개한다면 중국이 추가적 압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자
칫 친중적 성격을 지닌 김정은 정권을 중국 스스로 붕괴시켜 버리는 상황에 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 교체 이상의 빅딜을 고
려한다면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임을 고려할 때 대
북 압박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간
빅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국이 크게
협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북대화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북
한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들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
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이 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도록 도울 것이
다. 필요할 경우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협상에 중국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
들의 이익을 실현하려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중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
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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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북미관계 전망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타협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북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폼페오 국무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폐기’ 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한다면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자신들이 고집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고수
한다면 북미관계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대상을 설정하
고,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며,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핵
협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이나 또는 10월 중순 이전에 북측이 ‘신고-검증폐기’로드맵을 받아들인다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물론이고 10월 중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쇄
적으로 개최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러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이
르다. 미중관계 맥락에서 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후원하고 있다고 보며, 그에 따
라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이 보존되는 협상을 선호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게
쉽게 핵무기를 건네주는 협상을 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속적
으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책임론’
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11월 중간선거를 넘길 것이다. 이 경우 12월에 소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반도는 다시 긴장 속으로 접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아직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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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며 양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도전 요
인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 및 재개된 남북교류의 원만한 진행
을 위해 미중 모두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미중 경쟁구도는 '치욕의 1세기(百年国耻)'로 대표되는 중국 근대 역
사에 뿌리를 둔 서구사회와 일본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에 대응한 미국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그리고 시진핑 시
기 나타난 국내정치적인 요인 등이 얽혀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갈
등 국면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역사적, 전략적 요인들이 합쳐진 장기적인 미중관
계의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난 미중의 갈등은 '중국의 부상'이 시진핑 시기 들어와 '협의
(狹義 a narrow sense)'에서 '광의(廣義, a broad sense)'의 부상으로 그 의미가
확연히 변화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부상은 이제 새로운 전
환기에 접어들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현대화를 통한
중국의 발전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며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부상’
을 인정받았다.
이제 시진핑 시기에 나타나는 중국의 부상은 과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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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안보적 영향력은 물론, 나아가 규
범적 권력(normative power)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전환기
에 접어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현상들은 자연히 국제사회의 제1리더국인 미
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 전략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전환
기에 접어든 ‘중국의 부상’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양국사
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된다.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헤징정책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중국 위협론’은 서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으나, 당시에는 ‘중국 기회론’과 ‘중국 필패(必敗)론’ 등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
상이 GDP 지표상으로 2005년에 프랑스, 2006년에 영국, 그리고 2007년에 독
일을 차례로 따라잡으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가자 이제 ‘중국의 부상’은 다
양한 논의를 잠재우며 국제관계의 상수(常數)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당면한 현실로 다가온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며 함께 발전을 추구하
지만, 군사·안보적으로는 아시아의 동맹/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
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패권 또는 미국이 만들어
온 전후 세계의 질서, 규범, 기준,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
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움직임은 2005년 말 에반 메데이로스 (Evan S.
Medeiros)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의 기
고문과1) 2005년 8월 당시 美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졸릭 (Robert
1) 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Winter 2005-06). 메데이로스는 부상하는 중국이 향후 수정주의 목표
를 가지고 지역 또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군
비를 증강하는 국가에 머물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의문을 가지고 불확실하게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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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ellick)이 일본과 인도와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의 강화를 통해 중국에 헤징을
걸고 있다고 확인해준 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2)
중국은 또한 자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서구사회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
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은 2003년 말 ‘화평굴기(和
平崛起)’를 내세워 평화적인 대외정책의 이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위협론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굴기’의 의미를 우세 또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
는 상대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오히려 ‘중국 위협론’을 서구에서 확대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2004년 초부터 ‘화평굴기’ 대신 ‘화
평발전(和平发展)’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2005년 들어서는 ‘화해세계(和谐世界)’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3)

3. 중국 부상의 전환기적 의미와 미중 갈등

1990년 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화가 느낀 ‘중국의 부상’은 1978년 개혁·개
방 정책 실행 이후 나타난 빠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좁은 범위의 부상, 즉 ‘협
의’의 부상이었다. 중국의 부상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의미의 중국 부상은 국제사회의 제1리더국인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
오지 않았다. 또한 당시 중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서 참여와 역할을 점차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도광양회’
전략을 유지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참여도 꼭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마침내 WTO에 가입하며 미국이 확립한 국
제질서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발전을 거듭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8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적으로는 높
아진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강한 중국의 모습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터
져 나오고, 같은 해 9월 ‘리만 쇼크’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번
는 또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평화적 부상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국가도 이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 Joel Brinkley "Rice Warns China to Make Major Economic Changes" The New York Times
(August 19, 2005).
3) Zheng, Bijian.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Foreign Affairs, Vol. 84, No. 5 (Sep.
- Oct., 2005), pp.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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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G-2의 한 축으로 명명하며 글로벌 현안
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중국의 부상’은 점
차 ‘협의’에서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점차 정치, 문화, 나아가 국제체제의 규
범과 질서, 그리고 기준에 영향력을 끼치는 ‘광의’의 의미로 점진적인 전환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시진핑 시기에 더욱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2013년 초 국가주
석으로 취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주창하며 ‘강한 군대’와 ‘적극적인 외교’를 강조하였다. 이어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회의 외교 등을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가 나타나야 할 주요 분
야로 지목했다.4)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미·중 ‘신형대국관계,’ ‘아시
아 신안보관,’ '일대일로(一带一路)‘라 불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
带)'와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의 구상과 함께, 신흥경제국들인 BRICS 국
가들과 함께 '新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과 ‘응급저비기금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 应急储备基金)’ 설립, 그리고 무엇
보다도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성공적인 설립 등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토분쟁에서 강
한 목소리를 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도전
요인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이 국제 금융질서에 이어 RCEP, FTAAP 등 경제 공동체 추구를 통한 역내 무
역질서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자 美의회를 향해 세계의 경제 질서를 중국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의회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반대파들을 설득하여 2015년 6월 결국 무역협상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후 TPP는 2015년 10월 05
일 미국 조지아州 애틀랜타에서 TPP 12개국의 경제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기
4) “中央外事工作会议在京举行” 인민일보 (2014年 11月 30日).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30/c1024-26118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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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동맹국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
며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견제를 강화시켜나갔다. 미국과 이들 국가들의 안
보협력은 북한 핵 위협과 비확산, 반테러 활동, 해상 안전과 해적 소탕 등의 목
표를 공식적으로 공유하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부상하
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안보적 견제라는 전략적 이익이 공유되고 있었
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통해 군사·안보적 영향
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실
행하며 이를 견제하였다.

4. 중국의 ‘분발유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시진핑은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 대회를 통해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었다. 당시 시진핑은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이후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을 다시 15년씩 양분하여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설립을 목
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두 개의 백 년’이라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맞춘 국가적인 계획이었다.
19차 당 대회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정책의 키워드로는 ‘신형국제관계(新
型國際關係)’와 ‘인류 운명공동체’가 제시되었다. 또한 ‘분발유위’를 강조하며 국
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지속할 것과 국익을 양보하는 “쓴 열매”는 절대 삼키지 않을 것
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방정책으로는 군내 부패 척결과 개혁을 통한
‘중국 특색의 강군’과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은 그가 두 번째로 국가주석에 선출된 2018
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
一次会议)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표시하고 타이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 회의의 폐막 연설을 통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어
떠한 국가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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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 주석의 정책적 의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전방위적인
對中압박에 가까웠다.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
업 제재)을 적용하며 핵의 비확산을 위한 대응과 UN 결의를 어긴 중국 기업들
에 대한 제재를 통한 중국 압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몰아갔다. 2017년 11
월 美재무부는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美상무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ZTE(中興)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을 지적하며
7년간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미중무역 분쟁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조작국 지정
과 지적 재산권 기준 강화와 압박에 이어 중국의 무역 불공정 사례를 들며 중
국의 대미수출품목에 대한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2018년 7
월 6일 1차로 총 818개 품목에 340억 달러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자, 같은
날 중국도 총 545개 품목에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2차로 총 279개 품목에 16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곧바로 총 114개 품목에 160억 달러의 관세를 미국 재중 수출 품목에
부과하였다. 이에 미국은 2000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또
한 물러서지 않고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제소를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양국의 무역구조를 살
펴본다면 점차 대응 카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군사·안보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남중
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다. 2018년 6월 18일 美상원
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실행을 위해
총 71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상하원을 통과하고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
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림팩퍼시픽(RIMPAC) 훈련참여를 금지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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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방장관에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
출토록 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 美국무부는 ‘2017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가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중국에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
산당의 리더십과 정통성을 바닥부터 흔들 수 있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
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문을 보인데 이어 2017년 6월에는 타이완
에 대한 조기경보 레이더 부품, 어뢰, 미사일 등 약 14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였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美해군이 타이완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명시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美상·하원을 통과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효되었다.5)
2018년 들어서는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美의회를 통과하고 3
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안이 발효되어 미국과 타이완 관료들
의 공식적인 교류가 가능해졌다.6) 실제로 서명 다음날인 3월 17일 차이이원 총
통의 측근인 천쥐(陳菊) 가오슝(高雄) 시장이 미 의원과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법안 발효 5일 후인 3월 21일에는 美국무부의 알렉스 웡
(Alex

N.

Wong)

동아태

부차관보가

타이완을

방문해

미국재대만협회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에서 연설하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직접
만났다.
‘2019 NDAA’ 역시 美의회를 통과한 뒤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동 법안의 내용에는 타이완의 국방능력과 군 대비태세의 향상을 지
원 및 타이완과의 합동훈련, 안보협력, 무기판매, 고위급 군사회담 확대 등
'2018 NDAA' 보다 진일보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안보적 협력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
시 미국 경유는 물론 천수이볜 총통 이후 15년 만에 미국 내에서 공개 강연을
5) 115th Congress (2017-2018). “H.R.281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28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Executive Summary)”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FY18%20NDAA%20summary2.pdf>.
6) 115th Congress (2017-2018). “H.R.535 - Taiwan Travel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35/all-actions?overview=closed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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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항공우주국(NASA)를 방문하였다.

4.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 2
기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의 모습을 약속하였다. 또한 마치 덩샤
오핑의 ‘도광양회’를 던져버린 듯한 시 주석의 발언과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향
후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격화될 것을 예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반부패와 개혁을 통한 강한 중국의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에
게 권력을 집중시켜온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미중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양보
하는 모습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점차 대응 카
드가 소진되어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인 한국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강
화하고 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높아
질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
에 불안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중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미
핵 협상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며, 북한의 대미협상력이 높아질수록
핵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단계별 보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핵의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의 공조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미 협상카드화 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무
역협상에 가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에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전략
적인 타이완 접근은 미중관계를 근본부터 흔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 이외에
마땅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경제·무역 분야에서
는 미국에 양보할 수 있어도 ‘핵심이익’으로 명명되고, 주권의 문제인 타이완 문
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의 갈등 국면 하에서 나타나
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협상카드화 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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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과 정통성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문
제이기 때문이며, 시 주석의 입장에서도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와 2018년
3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주권의 문제에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고 천명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