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중의 대북전략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연 구 기 관 명 : (사 )남 북 경 제 협 력 연 구 소
책 임 연 구 원 : 정 낙 근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공 동 연 구 원 : 주 재 우 (경희대학교 교수)

2018. 12.

▷ 이 책자는 2018년도 정책연구개발(의정활동지원현안과제연구 또는
해당 부서예산내역) 용역과제에 의하여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로서 의정활동연구에 활용되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으로 국회정보위원회의 공식
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정보위원회

제 출 문

국회정보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 “미·중의 대북전략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을 2018년 정보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 7
Ⅱ. 미·중의 패권전략 ····························································· 9
1.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중전략 ························································ 9
가.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나. 트럼프의 경제통상정책 기조
다. 미·중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2. 중국의 세계전략 및 대미전략 ······················································ 23
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및 전략 기조
나. 시진핑 시대의 외교전략 특징
다. 시진핑 정부의 대미정책

Ⅲ. 미국의 대북인식 및 전략 ············································· 36
1.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인식 ··························································· 36
2. 미국의 대북전략 ············································································ 41
3. 2018년 미북관계 평가 ································································· 44

Ⅳ. 중국의 대북인식 및 전략 ············································· 48
1. 중국의 대북인식 ············································································ 48
2. 중국의 대북전략 ············································································ 50
3. 2018년 중북관계 평가 ································································· 54

Ⅴ.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 영향요인 ·································· 59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59
2.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時 인식 원형 ············································ 63
3.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 ························································· 67
4. 북한의 발전전략 전환 ··································································· 71
【보론】 북한체제의 속성 ····································································· 74

Ⅵ.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체제진화 ····························· 77
1. 북한체제의 약화 조짐

································································· 77

2. 체제진화의 가능성 ········································································· 81
가. 정권진화
나. 경제진화
다. 대미관계 진화

Ⅶ. 끝맺음 말 ········································································ 90
[참고자료]

··························································································· 95

Ⅰ. 들어가는 말
2018년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무척 뜨거웠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정상
회담이 열렸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설전과 협박을 주고받던 미·북 양국 정상이
새로운 관계 수립을 명분으로 싱가폴에서 만난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촉
즉발의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옴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까지 진행되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난이 심화된 것,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천명한 바 있듯이 북한의 핵 병기화가 완성된 것이 김위원장의
필요와 자신감을 동시에 부추겼을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차례의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고위급·실무급 회담이 열
렸다. 대북제재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화·스포츠 분
야 등에서 여러 차례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남북 철도연결을 위
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공동조사가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진행되었다. DMZ의
긴장완화 조치도 의미가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측의 일방적 무장 해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남과 북의 군사력 현실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DMZ내 군사시설의 위력은 북측이 남측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북측의 군사시설은
심각하게 노후화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조차 턱없이 부족
하여 시설을 유지,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설의 남북 동수(同數)
해체를 함으로써 절대적 수량이 많은 북측에 유리한 협상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수량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일말의 안보 우려와 남남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남북협상時 동수가 아닌 동률(同率)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총체적 안보정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미중전쟁이다. 미중전쟁의 숲을 보면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나무를 읽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우리의 바램이지만, 현실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비록 미·중이 자국의 패권과
국익을 위해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 전쟁의 영향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이고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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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북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경제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읽어야
한다. 심하게 평가하면, 미·북간 우호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친미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전략과 북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미북정상회담 이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여 양국간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눈여겨 볼 점은 작년과 같은 극단적인 비난과 도발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쪽도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이며, 어쩌면 양측이 전략상 시간을
벌고 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 의회 원(院) 구성이 만료되는 2월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기간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다.
아직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위원장이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면
북한의 개혁·개방 또한 제한적 수준이나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김위원장이 절대권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의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위원장은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정상국가화의 길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본고는 미중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중의 패권전략과 함께 대북전략을 분석
하면서, 미·중의 전략이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상황의 변화로 인해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또는 선택하기를 바라는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
곧 체제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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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중의 패권전략
1.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중전략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구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 단극체제의 견지를
위한 미국의 우위(primacy)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미국의 전략 구상은 일찍이 오바마 행정부
때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서 공표되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더 공고화하는 작업으로 ‘재균형전략’과 ‘아시아
로의 회귀’ 전략의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1)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기조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구상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사상에서 출범
시켰다. 이 구상의 핵심은 미국의 지도력과 우위를 견지하기 위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사무에서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임하겠다는 결의로 표명되었다.
미국의 리더십이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일 것을 의미하는 결의였다. 이런
전략 구상의 기본방식은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비단 북한과 중국을 떠나 모든 세계와
국제문제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결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대북 군사위협 및 제재 강화와 대중국 관세 인상 강화 등으로 표출
되었다. 또한 ‘중거리 핵무기 개발 금지 조약(INF)’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해외 군사전략 기조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2) 이 밖에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수사적 강조를
통해 아시아 내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관여전략과 관련해 트럼프는 전례에 없는 정상외교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1)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September 8. 2010.
2) “트럼프, ‘러, 중거리 핵무기 금지 조약 위반…탈퇴할 것’,” 『경향신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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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나가려는 행보를 보였다. 그의 정상외교는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절정을 이뤘다. 중국과도 취임 첫해부터 정상 간의 상호방문의
결실을 올렸다. 그리고 관세인상전쟁을 펼치면서도 고위급 회담을 유지했다.
북한과도 고위급회담을 유지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행보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맹체제의
강화를 기반으로 군사적 접근을 우선시한다. 경제통상관계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환태평양파트너십(TPP)’ 경제공동체 협상에서의 탈퇴
에서도 증명되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THAAD)’
배치 결정과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한 사실 또한 이런
미국 전략기조의 방증이다.3)
가.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미국의 세계전략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거한다.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 기조와 노선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인 윤곽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 후에 밝혀졌다.
2018년 1월 연두교서(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드러난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4) 첫째, 불균형한 미국의 대외무역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 행정부가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셋째, 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행
정부의 세계전략 및 대중전략, 그리고 한반도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첫 두
개의 내용은 세계전략을 표명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세계의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세계무역체계와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대 행정부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결의를 보주고 있다.
對중국 전략에 있어서 연두교서의 모든 내용이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과 지금
까지 행한 모든 무역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프레임에서 진행되었다는 인식을
3) “美 태평양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中견제 목적,” 『중앙일보』, 2018.5.31.
4)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White House,
Januar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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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의 인식은 그의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노선이자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었다. 과거 역대 행정부가
중국에게 무역 협상의 주도권을 내주고 피동적으로 임해온 전통(?)을 수정한다는
결의를 내포한다. 이의 방증으로 그는 2017년 4월 첫 번째 미중정상회담을
그의 인식과 결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이용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 지금까지
관세전쟁을 펼치고 있다.
對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두 번째 내용, 즉 ‘과거 행정부의 같은 과오의 반복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 해에는 강경한 정책으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였다. 두번째 해에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는 유화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행위들이 전무후무한
것으로 주도적이고 과거 행정부가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토대를 2017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토대는 2017년 12월 18일에 발표된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였다. 두 번째는 2018년 1월 19일의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서(NDS)였다. 세 번째는 8년 만에 발표된 2월 2일의 핵태세보고서
(NPR)였다. 이들 세 보고서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통적 내용은 두 가지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
하여 세 보고서의 공통된 입장은 전임 행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
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했다. 비핵화가 북미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재강조했다.
중국 관련 보고서들의 공통된 인식은 중국의 ‘증대하는 위협’이다. 중국의 위협
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하는 세계의 창출을 추구하는 구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서들은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로 정의했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에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군사와
경제 요소다.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 주변국들과 안보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한 추가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구축을 꼽을 수 있다. 경제 관점에서는 제재의
강화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제재의 극대화를 의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의 재균형 회복을 위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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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출간된 미국 핵태세 보고서(NPR)는 북한의 핵위협을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1월 19일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NDS)는 15년 만에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이 국방전략의 초점을 테러리즘 억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전환임을
천명했다.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의 내용을 군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수렴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증대
하는 위협”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일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독재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두 나라의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했다.5)
작년 12월 18일 발표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경쟁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동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기 원한다(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antithetical to U.S. values and interests)”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정의
했다.6)
미국은 중·러 양국에 대한 위협을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찾고 있다. 첫째,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다. 둘째, 북한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북한 주변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결과 이는 “주변국들과 미국이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미국이 동맹국
들을 추가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7) 셋째, 북한의
핵무기 확산 능력의 가능성 역시 미국의 위협인식임을 반영하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수록 위협은 악화되고 군사적 방어
옵션은 줄어든다고 경고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것임(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5) “美 안보 최우선은 테러와의 전쟁 아닌 中·러시아와 경쟁,” 『조선일보』, 2018.1.22.
6) 최강·신범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7』 시사점,” 오피니언뉴스, 2017.12.29.
7) 최강·신범철,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2017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Issue Brief
2017-32』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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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특히 “압도적인 힘(군사력)을 통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
하고 있다.8)
북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조한다.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지역방어역량을 향해
일본 및 한국과 미사일 방어를 협력해 나가겠다(will cooperate on missile
defense with Japan and South Korea to move toward an area defense
capability)”고 밝힘으로써,9) 향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트럼프의 경제통상정책 기조
트럼프는 럭비공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다. 그는 기업인으로 촉망받았던
80년대부터 과감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
그의 언행은 그러나 성공의 연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과감한 언행이
실패했으면 오늘날의 트럼프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튀는 언행만큼 그의 경영
방식도 교과서의 가르침과는 매우 동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승장구
했다. 그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의 승리도 다시 한번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그의 외교정책도 그의 성격만큼 예측불허로 일관된다. 대선 승리 직후 그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서 그의 대중국 경제통상기조가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만 총통에게 전화했다. 그의 설명은
중국 시진핑 (習近平)주석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대만 총통에 전화했다고 얼버
무렸다. 대만에 전화를 한 사실도 의아스러운 일이었지만 시진핑에게 전화를
하려한 의도와 목적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이 역대 대통령이 선출된 후
다른 나라 지도자에게 우선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백악관의
중국 창구를 30대의 젊은 청년인 그의 사위를 2017년 1월 9일에 선임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이를 공식화했다.10)
중국의 주미대사 추이톈카이(崔天凱)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12월9-10일 그의
8) 같은 글, p.3.
9) 같은 글, p.6.
10) “중국,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쿠슈너·이방카 잡았는데..한국은?,” 『중앙일보』,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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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접촉한다. 1월에도 만나면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정치 경험이나 경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의 행보를 하루라도 일찍 알아보고 싶었던 게 북경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런 북경의 조급함이 트럼프에게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취임 석 달도 안 되어 트럼프는 시진핑을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했다. 시진핑의 미국 방문은 비공식 방문이었다. 미중 정상
간의 첫 회담 이후 공동 성명문이 없었던 사실이 이의 방증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만찬 중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미군의 시리아 폭격 결정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외교 노선이나 중국에 대한 그의 인식이나 입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한 해에 북경을 공식 국빈 방문한 두
번째 미 대통령(첫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을 양산
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의 대중국 인식이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의 트위터 돌출 발언에 더욱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중국 정책의 기조와 입장이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자인 무역 불균형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환율 조작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명령했었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중국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중국도 대응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관측을 많이 내놓았다.
트럼프가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미국 우선
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2017년 대중 무역 적자는 3,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은 1983년 이후 대중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1983년 이후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에 너무 관대해서 계속 끌려 다녀왔기 때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 후 취한 경제제재와 1990년대 말 WTO가입 협상
에서도 미국이 더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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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와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중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강경하게 임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수많은 이행 조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의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약 10년 동안 매진하느라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기록
하면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15년에는
구매력 기준(PPP)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GDP)을 급기야 추월했다. 또한
同기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중국 위협론’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느껴지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중국에 수동
적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졌던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였다. 부시는 취임하지
마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게 강경정책을 준비했다. 그러나 ‘9.11
테러’ 사건으로 중국과 협력이 필요했기에 강경책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연유로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레이건의 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레이건이
실패했던 대만과의 관계 격상 시도를 트럼프가 성공시켰다. 트럼프는 대만 정부
인사의 미국은 물론 정부 기관의 공식 방문을 허락하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
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레이건과 마찬가지로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6월 30일에 1조 6,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11) 2018년 10월에 미 의회는 군용기 부품의 대만 판매를 통과
시킨다.12)
트럼프는 또한 1982년부터 레이건이 실패한 대중국 무역 불균형구조를 잡기
위한 조치보다 더 강한 조치를 채택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결정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GATT의 비회원국이었던 중국의 예상치 못한 과분한 대응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미국이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일념 하에서 출발했다.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질적으로
11) “미, 대만에 1조6000억원대 무기 판매 승인,” 『한겨레』, 2017.6.30.
12) “美의회, 대만에 3,700억원대 군용기 부품 판매 승인,” 『미주한국일보』,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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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하겠다는 신념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도적 지위와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허를 찌르는
전략을 가지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관세 조치 발표가 끊이지 않았다.
품목과 관세 인상률은 전무후무한 규모였다. 이에 세계는 보복관세의 경쟁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지, 보복관세의 과도한 경쟁이 세계 경제에 재앙을 가져다
줄지에 촉각이 곤두 서있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1930년
대 대공황시절을 비교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률 상승 결정의 함의를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보복관세 법안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의
후과에서 찾고 있다.
국가 간에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인가? 관세 인상과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켰는가? 관세와 무역전쟁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무역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일방적인 관세 인상 조치에 대상국이 상응
하는 조치로 응대하고 또 관세 인상을 개시한 나라가 보복하기 위해 더 많은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악순환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악순환의 끝은 무역 전쟁인가?
무역전쟁은 일방적인 제재와 금수(禁輸) 조치 등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제재단계에서는 관세율의 조정과 시장 진입 폭 또는 개방도 ‘쿼타(quota)’의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제재단계에서 최대의 병기는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것
이다.
금수단계로 진입하면 그야말로 나라가 일방적으로 대상국 제품의 수출입을
모두 금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무역장벽을 요새화하는 것이다. 금수대상국이 이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밀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상호의존
도와 세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금수조치는 없다. 90년대 이란産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가 그 증거다. 원유의 완전한 금수조치는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 그래서 생산량의 수준과 수출 쿼타를 통제하는 데 그쳤다.
보복관세의 경쟁은 무역전쟁이 아니다. 관세 경쟁은 관세 인상의 공방전으로
나선형 효과와 같이 상승하는 유형을 보인다. 상승 폭이 무제한이고 상승 한도
역시 무제한이다. 그러나 냉전기 이후 미중관계에서 실질적인 관세전쟁은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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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오래 가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였다.
미국은 심화되는 對중국 무역적자 폭을 감소하기 위해 관세 인상과 쿼타 설정
으로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례는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중국이 예상 밖의 보복조치로
응대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예상치 못한
관세율과 쿼타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과의 타협을 보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2000년에 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20세기에 마지막으로 나선형의 관세 인상 경쟁의 양상을 보인 것은 1930년
대이다. 미국은 <스무트-홀리법>을 1930년에 통과시키면서 수입관세를 20%
이상씩 상승시키면서 평균 수입관세율은 50%를 넘겼다. 1929년의 미국의
평균 관세가 40.1%에서 1932년에 59.1%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과 1922년에도 36% 이상의 고관세 정책을 책정한 바
있었다. 당시 미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25~30%대를 유지한 사실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제품에 적용한 인상폭 약
10~15%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상황이 과거 30년대와 같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다. 미국의 고관세 적용 대상의 제품들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미국 수출입시장과 국가 총생산량(GNP)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29년 대비 1933년의 미국 수입시장은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66%, 수출시장은
61% 대폭 감소했다. GNP 역시 1929년의 1,030억 달러에서 1933년의 556억
달러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실업률은 천정부지였다.
이처럼 관세 인상이 무역은 물론 국가총생산량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비로소 무역전쟁의 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29년 기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와 4%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무역 전쟁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세계
경제의 불경기가 무엇보다도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대공황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게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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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과 같은 경제
적 타격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우선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무역구조도 대공황 당시에 비해 국내 총생산량(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때문에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구도가 유효한 상황이다. 시장의 다양성으로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제품의 대안 시장의 물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배타적이고 차
별적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의 장이나 중개기구가 존재하는 것도 30년대와
다른 구조적 특징이다. 그렇다고 미·중 관세전쟁에 안일하게 대응하자는 말은
아니다. 해결될 때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본인의 대중국 인식과 관련해 유세기간 내내 빠지지 않고 언급한
것이 하나 있다. 그는 중국을 미국인의 직장을 갈취하고,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환율을 통제해 경제 도깨비와 같은 존재로 군림해온 세계 2대 경제 대국이라고
정의했다. 대선 유세기간 동안 보여준 그의 중국인식은 두가지 발언으로 표출
되었다. 하나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 관세율 45%를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
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중국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다. 트럼프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을 귀납해보면 우리는 트럼프가 취할 법한 몇 가지 조치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중국의 무역관행, 통화조작,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산업 스파이 문제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유세 중 이러한 대중전략을 단순히 미국 내 고용문제 개선 차원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압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이란 관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기간 동안 상투적인 동맹 이야기만 한 것은 외교나 국제
정세 및 관계에 대한 그의 무지를 역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자문관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초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이나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선 독자적인 행보, 판단과 결정이 단기간 내에 시작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제시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의 이유로 중국제품에
관세 45% 적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우선 환율 조작국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의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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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된 문제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13)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세가지 기준을 다 위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 개의 기준만 충족하고 독일, 일본과 한국은 두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려면 결국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환율 조작국 지정 외에도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더 있다. 트럼프는 45%의 관세를 중국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국내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 위협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더 많은 무역구제행동(trade

remedy

actions)을 활용해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들 행동 즉,
반덤핑, 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은 이미 WTO 협정에 부속된 것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제품의 교역량을
감안하면 그 양이 미미해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12개 국가에 보호무역조치를 취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 혹자는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14)
유세기간부터 미국의 이익을 끔찍이도 강조해 온 트럼프는 적극적인 보호무역
주의자다. 그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관건이다.
하나는 미 의회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이에 동조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 미 국내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15)
다른 하나는, 역외국가들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실제 이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경우, 역외국가들은 반대로 더 큰 개방, 더 넓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 들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고 트럼프에게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미국에게 미치는 타격을 알게 할 것이다.
미국의 센서스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5년
5,992억 달러였다. 그 중 미국의 대중 수출이 1,160억 달러, 對중국 수입은
13)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세가지 기준 중 두개 이상을 충족시켜
야 함.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
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
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
면…'관찰대상국'에 올라(종합2보),” 『연합뉴스』, 2016.4.30.
14) Steven Suranovic, “Trump trade deal pullout would hurt US most,” Global
Times, November 22, 2016.
15) Richard Haas, “Foreign policy expert to Trump: Begin with 'calling your allies',”
November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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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양국의 상호의존 구조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는 미국에게 손실만 입힐 것이다. 실례로, 2009년 중국의 對미 수출이
감소했을 때 미국 제조업의 고용자수가 13만명이나 감축되었다.16)
유세기간에 그가 지적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제시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의 이유로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45%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45% 관세를 중국제품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트럼프 신행정부가 몇 개의
국내법을 동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구체
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더 많은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actions)’를 활용해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반덤핑, 상게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모두 WTO 협정에도 부속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의 전제조건(즉,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교역량을 감안하면
그 양은 상당히 적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12개 국가에 보호
무역조치를 취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고 혹자는 이를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한다.17)

16) Chen Qingqing, “Trump won't affect US-China trade ties,” Global Times,
November 22. 2016.
17) Steven Suranovic, “Trump trade deal pullout would hurt US most,” Global
Times, November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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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중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미·중 양국관계의 발전사를 회고하여 보면, 양국의 통상관계와 외교관계는
불균형하게 발전해 왔다. 중국이 미국의 직접해외투자(FDI)의 최대수혜국인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최대수출시장이다. 그럼에도 양국의 통상과 외교 관계의
불균형적인 발전구조는 국제관계사에서 선례가 없으며 상당히 난해한 모순적
현상이다.18) 중·미 통상관계가 양국의 외교관계와 비례성이 결여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무역관계가 정치관계의 악화로 인해
장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둘째,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이 양국 정치관계의
발전에 양호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정기간의 양호한 정치
관계가 통상관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19)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관계를 종용
한다. 우선 국가 간의 충돌 혹은 예기된 충돌이 국가 간의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경제행위자가 충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
간의 무역액은 기타국가와의 무역액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 또는 제약국가(limited state)가 경제통상에 대한 간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20) 셋째, 국가는 일반적으로 교역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력이 증대될
경우 상대국과의 교역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21) 특히 자유무역주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충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지도자들은
주요 무역국가와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미·중 양국관계에서 보면,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해도 통상관계가 괄목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국의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공동 전략이익과 경제이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미·중 정치관계와 경제관계가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역행적으로
18) 郭益耀, 鄭偉民主編,『經濟全球化與中美經貿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年), p.15.
19) 宋國友, “相對收益, 絶代收益和中美政治與經濟關係發展悖論,” 『世界經濟硏究』, 2004年 9期, p.8.
20) James Morrow, Randolph M. Silverson, and Tressa Tabares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de: The Major Powers, 1907-9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ember 1998, pp.649~62.
21) Joanne Gowa,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Free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89, pp.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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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국가 간의 공동 전략이익은 공통적인 인식에 근거
하며, 공동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양국의 공동위협이 소실될 경우 정치적인
관계는 악화된다. 양국의 공동이익이 상호보완적일 경우, 상호수요에 따라 경제
이익의 보완성이 경쟁성보다 클 경우 양국의 경제협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22)
오늘날 미·중 양국의 정치·경제관계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해서 분석
하기가 난해하다. 이는 양국의 전략이 공생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양국은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과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에 따라 서로에 대한 외교안보전략과
통상전략을 제정,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공통된 이익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한 상대적 전략적 이익에 편중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통상정책이 국내
정치와 정책에서 연장선에서 결정되는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2) 閻學通,“加大的政治影響力:非同步的中美政治與經濟關係,” 『國際貿易』, 2002年 第12期, p.17.

- 22 -

2. 중국의 세계전략 및 대미전략
중국은 2017년 10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이하 ‘당대회’)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작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5년 전 발표한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과 못지않은
중국공산당의 포부를 선보였다. 이번 당대회의 공작보고서는 중국의 포부와
자신감을 한껏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이번 당 보고서는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에 또 다른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의 결의를 담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공작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정지작업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즉, 중국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 확고부동한
대내외 개방 입장의 견지,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필승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
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는 제목 하의 공작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보고했다.23)
보고서의 제목과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국의 대내외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었다. 공작보고에서는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보였다. 이런 단서는 정책의 새로운 키워드(주제어), 특징과
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대내·외 정책의 키워드로 ‘신시대(新時代)’, ‘신사상(新思想)’, ‘신역할(新作用)’과
‘신공헌(新貢獻)’ 등 네가지가 소개되었다. 우선 ‘신시대’는 향후 100년을 의미
한다. 시진핑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의 역할은 중국이 이런
새로운 100년을 잘 맞이하게끔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두 개의
100년 개념을 소개했다. 하나는 지난 100년의 시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중국이 맞이해야 할 100년의 시대였다.
중국의 지난 100년의 시대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창단되었던 1921년을 기점
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첫 100년의 시대를 2021년까지를 규정했다. 두 번째
100년의 시대는 2021년 이후의 것으로 정의했다. 현재는 두개의 100년 시대의
23)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北京: 人民出版社,
2017).

- 23 -

교차점에 있다. 이 교차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을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완성되어야 중국이 새로운 100년을
새롭게 맞을 준비를 다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각 시대별로 달성해야 할 국정목표를 소개했다.
첫 100년의 목표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의 구현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동(大同)사회’ 구현에서 ‘부강하고 민주주의
적인 문명과 조화롭고 수려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
社会主义现代化强国)’을 구현하겠다고 정정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완성을 위한 시계 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100년 기간 동안 첫 50여 년을 15년 씩, 두 개의 시기로 분할
했다. 이의 첫 시기는 2020-2035년이고, 두 번째 시기가 2035-2049년으로 각각
규정되었다. 그리고 첫 15년 동안의 국정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으로
정했다. 두번째 15년 동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국정목표로 결정했다.
두번째 키워드는 ‘신사상’이다. 이는 신시대의 의미를 수반해주는 새로운 사상을
의미한다. 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념적으로 구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기반이 전제된다. 즉, 새로운 이념적 기반이 없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지 못하고 전 시대와 작별을 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와 시기의 차이가 사상의 有無로 판단할 수 있다. 시기는 정권교체 등
유물적인, 즉 정권의 물리적인 교체로 분간이 가능하다. 인사의 교체가 그러하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국가 이념이나 사상을 지속 계승하는 것을 대의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우리의 정권교체가 대의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정부와 시장경제를
계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공산당이 일당독재로 군림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계승
또한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런 독재체제에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과거에 등소평이 모택동의 시대와 결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사상을 소개했던 사례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과 투쟁’을 기반으로 한 이념적
노선에서 탈피하는 ‘평화와 발전’의 사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시대의 장을 열 수 있었다. 시진핑 역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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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작업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상을 소개했다. 시진핑의 사상은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으로 소개
되었다.24) 그리고 이 사상의 임무를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习近平, 2017: 19).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과 중국의 꿈을 모두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면모를 갖춘 ‘신형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习近平, 2017: 31). 중국의 꿈은 그야말로 중화질서의 중심에 다시
중국이 우뚝 서는 것이다.
세번째 키워드는 ‘신역할’이다. 중국이 새로운 100년의 시대에서 더 주도적이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결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인류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대목이다. 이가 그러나 ‘도광양회,
유소작위(韬光养晦, 有所作爲)’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더 두고 봐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더 주도적인 태도로 당면한 국내외의 문제에 임하겠다는 결의와 자신감을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네번째 주제어로 ‘신공헌’을 꼽았다. 중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의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나눠보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중국의 사회
주의 현대화 강국의 완성을 위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동시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로 소개
되었다.25) 중국의 신공헌의 대내적인 의미는 대외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일례로,
이는 대내적으로 중국이 기아,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유민, 난민과 이재민을
양산하지 않는 것으로 만도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1/5 이기 때문에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국가와 사회가 이 같은 요인으로 동요되지 않아도 세계 발전과 평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신공헌의 대외적 의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에 더 많은 공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의미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
이다. 그리고 중국이 확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반을 표방하고자
24) “특집좌담: 강력한 권력 집중 … 시진핑 ‘신시대’ 연다,” 『통일한국』, 2017년 11월호.
25) 魏建国, “中国特色大国外交进入新时代,” 『光明日报』, 2017年10月26日.
26)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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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나 특이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신국제질서를 운운하지 않는다. 중국이 표방하는 신질서가 이제는 이른바
‘인류 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로 대체되었다. 그야말로 장대한 이상을 구현
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27)
중국공산당이 19차 당대회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다. 향후 5년을
상기한 키워드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5년 후
맞이하게 될 두 번째 100년 시대의 시작을 이 같은 키워드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28)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국은 새로운 사상으로
새 시대를 열면서 중국이 새로운 역할로 인류에 새롭게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및 전략 기조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부분을 지난 17차와 18차 당대회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 두 당대회의 보고서를 비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의 이유 때문이다.
2007년 17차 당대회 보고서는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주석직을 연임
하면서 중간보고 형태로 중국공산당의 과거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의 18차 당대회 보고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자신의 10년
재임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주석으로 지정된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
당의 향후 5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런 의미에서 19차 당대회야말로
시진핑이 처음으로 당의 총수로서 독자적인 비전과 노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당대회의 보고서로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외교 방점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에 주안점을 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공산당의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유효한 자료가 17차와 18차 당대회
라고 할 수 있다.29) 또 후진타오가 장쩌민(江澤民) 주석(1990-2002)의 기본
27) 毛莉, “开辟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新境界,” 『中国社会科学报』, 2017年11月1日, 第1321期.
28)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 28; “十九大
报告体现‘四个新’: 标注历史坐标贡献中国智慧,” 『人民网』, 2017年10月19日.
29) 17차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분야는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国代表大会上的报告(11),”
『人民日报』, 2007年10月25日; 18차 당대회 보고서는 胡锦涛,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
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建成小康社会而奋斗』 (北京: 人民出版社, 2012年 11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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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과 정책을 계승하고 유지·발전시켰기 때문에 장쩌민 시기, 더 나아가 덩샤
오핑 시대의 일환으로 간주해도 무난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공작보고서의 외교 분야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후진타오의 것과 비교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시진핑 시기에 나타난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분야에서의 새로운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보고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후진타오의 것과 다른 맥락에서 재평가했다. 탈냉전 초기 시기의
당대회 보고서 이후, 그리고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이 오랜만에
국제정세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했다. 중국 외교에서 국제정세의 재평가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중국의 외교정책 및 전략의 본질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군사 영역에서의 국제정세의 재평가는 새로운 군사 독트린
(doctrine)의 양산으로 이어졌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새로운 외교 노선이나 전략
노선이 채택되는 결과를 보였었다.
과거 중국공산당이 국제정세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하면 중국의 외교와
군사 분야에는 새로운 전략 사고는 물론 정책을 채택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즉, 군사 외교 안보 분야에서 본질적인 정책 및 전략 변화가 뒤따랐다. 중국
외교정책과 전략의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자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해야만 중국 외교정책과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중국공산당이
국제정세 본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재평가한 내용에서 증명된다.
19차 당대회 외교보고서가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새롭게
평가했는가? 중국공산당은 우선 세력균형이 균형을 이뤄졌다는 관점에서 출발
하여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새롭게 평가했다. 세력균형이 이뤄졌다는 중국공산
당의 인식이 지난 두 당대회의 보고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분야에서는 오늘날의 권력구조가 균등한 권력 분배로
균형이 잡혀가고 있다(国际力量对比更趋平衡)고 평가한다.
이는 과거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평가에서 상당히
이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두 당대회 보고서에서 드러난 세력균형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다극화체제에 입각한 미국 중심에, 미국에 유리한 구조로
귀결되었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정치와 강권정치를 세계정세의 불안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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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 규정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국공산당은 다극화
체제의 조속한 구현을 호소했다. 다극화체제의 구현이야말로 중국이 지난 70년
대부터 추구해온 신국제경제질서와 신국제질서의 토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오늘날 세계의 권력구조가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의 권력 부상이나 기존 강대국(미국)의 쇠퇴 등
두 개의 상이한 분석이나 공통된 결론에 근거한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전자에 의거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즉, 중국 부상의 결과를 자인하고 이로 인한 자신감의 상승을 역력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30)
이의 방증으로 두 가지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나는 이번 당대회 보고서
에서 처음으로 ‘패권정치’와 ‘강권정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개의 정치 요소를 국제정세의 최대 불안요인이나 국제질서의 개편 노력에
최대 위협요소로 더 이상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해줬다.
패권정치와 강권정치가 중국의 세계관에서 사라진 것만으로도 중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강화된 중국의 위상과 역량으로 이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공산당은 대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전통안보 위협요소
대신 비전통안보 위협요소(非传统安全威胁)를 꼽았다. 이번 당대회 외교 보고
에서 비전통안보 위협요소가 인류의 안위와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처음
으로 전통안보요소를 대체했다. 물론 전통안보 위협요소의 위협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이의 존재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비전통안보 위협요소가 앞으로
인류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을 적극 호소한 것이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1)
둘째, 중국이 표방하는 국제관계의 프레임워크가 ‘신형국제관계’로 새롭게
정의됐다. 지난 당대회 보고서까지만 해도 중국은 ‘신형대국국제관계’를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관계의 모델로 정의했었다. 신형국제관계에 대한 개념 소개는 아직
없다. 대신 중국이 중시하는 세 가지 차원의 국제관계, 즉 대국관계, 주변국관계와
발전중국가와의 관계를 발전하는 원칙과 토대는 과거의 것을 인용하고 있다.
30) 贾秀东, “中国特色大国外交进入新时代,” 『中国军网』, 2017年11月4日.
31)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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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대국과의 관계에서 대국과의 협조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총체적인
안정 국면을 구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推进大国协调和合作, 构建总体
稳定, 均衡发展) 관계를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변국
관계에서는 ‘친선혜용이념(亲诚惠容理念)’, 발전중국가와는 ‘의리관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성의를 다하는 이념(义利观和真实亲诚理念)’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당대회 보고서에서 강조했다.32) 그래서 혹자는 이번 당대회
에서 처음 언급된 신형국제관계가 기존의 외교 프레임워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신형국제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대국으로서 자인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 외교가 부상함에 따라 현실적 외교 위상에 걸맞는 국제
관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33) 즉, 대국
과의 관계와 주변국 및 발전중국가들과의 관계의 틀과 규범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이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이바지하겠다는 결의에 비춰보면 기존의
신형대국관계보다 더 포용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34) 다시 말해, ‘신형국제관계’는 중국의 위상과 부상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탈피해 중국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
시킬 의지와 목표를 반영한 새로운 외교 프레임워크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토대는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구축한 ‘전세계적인 파트너 네트워크’에
기반할 것이다.35)
시진핑 주석은 이 기간 동안 50개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이 중국외교부의 평가다. 이런 외교 기반을 더 발전시키면서
全세계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네트워크화하는 구상을 앞으로 5년 동안 실현
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36) 이 과정에서 신형국제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협력을 통한 윈-윈(推动建设相互尊重、公平正义、合作共赢的
32)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60.

33) “圆桌｜中国‘新时代’如何把中美关系‘新起点’的黏合剂做强,” 『澎湃新闻报』, 2017年11月11日.
34) 仇华飞, “习近平外交思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伟大创新,” 『人民网』, 2017年10月
20日.
35) 毛莉, “开辟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新境界,” 『中国社会科学网-中国社会科学报』, 2017年
11月1日.
36) “王毅谈中国特色大国外交本质：推动更多国理解和认同中国特色会主义路,” 『中华人民共和
国外交部』, 2017年10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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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国际关系)되는 전제 하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国际关系民主化)를 구현할
수 있는 중국 외교의 기본 플랫폼이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37)
그 방증으로 당대회 외교 보고는 중국 대외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화는 하지만 대립하지 않고 파트너쉽은 맺지만 동맹을 하지 않는
외교의 새로운 길(走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的国与国交往新路)”의 문구로
설명되었다.38) 여기서 두 가지 특이 사항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 대신 ‘대립’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실이다. 과거에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전쟁의 위협이 전통안보영역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세력균형을 전제로 한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중국은 이제
전쟁 위협에 더 이상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국
간 세력균형이 이뤄지면서 중국이 이제 자신에게 선전포고할 만한 세력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더 이상의 의식 필요성을 거절하는 처사임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대립을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
셋째, 중국공산당 당대회 외교 보고서에서 국방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내용에
포함되었다. 중국이 언급한 국방 관련 내용은 중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국방정책과 국방 현대화의 정당성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원칙 3개 중 하나를 인용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의 함의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 현대화 사업과 정책이 방어적인 것이고 어떠한 나라에
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中国奉行防御性的国防政策.中国发展不对任何国家构
成威胁.)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다른 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것을 절대 취하지 않을 것(中国决不会以牺牲别国利益为代
价来发展自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也决不放弃自己的正当权益)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의 대외
적인 보장으로 중국이 어떠한 수준으로 부상하더라도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팽창주의를 영원히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입장(中国无论发
37)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58.

38) 위의 글,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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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到什么程度, 永远不称霸, 永远不搞扩张)을 제시했다.39)
이번 당대회 외교 보고에서는 상기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관념과
개념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새로운
관념과 개념이 정의될 때 새로운 외교정책과 전략도 소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개념화가 되어도 새로운 시대의 외교의 장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외교가 시작될 때는 국제정세의 관념에 새로운 명제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대의 조류와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소개가
있었다는 의미다. 일례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선언했을 때 시대의 조류와 주제를 ‘혁명과 투쟁’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새로이 규정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세계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라는 외교적
대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도 가능했었다.
그러나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외교 명제는 덩샤오핑 시대의 대명제이자
시대적 조류나 주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대의 주제를
‘평화와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외교를 의미하는
외교의 대명제이자 세계의 시대적 조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직은 없다.
나. 시진핑 시대의 외교전략 특징
중국 외교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시대에 대비해 향후 5년 동안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는 것을 새로운 외교적 사명으로
결정했다.
중국이 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교를 추구할 것으 보인다. 첫째, ‘인류 운명 공동체’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당대회 보고서에서 나타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기본구상은 ‘영국
적인 평화 구축,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과 포용, 그리고 청결하고 수려한
세계(建设持久和平、普遍安全、共同繁荣、开放包容、清洁美丽的世界)’등의
핵심어로 묘사되었다.40) 이런 맥락에서 이번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 외교의 시계
39)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59.
40)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p.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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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켰다. 중국 외교의 활동 시간의 범위는 미래
100년으로 설정했다.
21세기 중국 외교의 대상 주체 또한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고서를 통해 감지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대상의 주체가 ‘세계’, ‘세계국가’ 또는 ‘세계인민’을 초월
하여 ‘인류’로 확대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중국 외교가
앞으로 개진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즉,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민족, 인종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이 대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와 어떻게 접목되어 투영될지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공산당은 자신만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유엔헌장의
목적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한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의 주체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 외교의 공간 개념도
확대되었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지구를
외교의 공간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주
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두 공간에서의 주도권 경쟁에도 적극 가담했다. 그러므로
중국 외교의 공간 대상은 천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에 근거
하여 중국은 확대된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질서 확립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한다는 결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미래 외교의 공간적 개념은 ‘천체(星体, universe)’로 정의
되었다.41) 즉, 중국 미래 외교의 공간 범위가 지구가 아닌 우주천제를 포함한
가상공간까지 포함시켰다. 미래 외교 활동 무대가 우주와 현실공간뿐 아니라
가상공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필연적인 결과다.
21세기의 외교 이슈는 우주 안보에서부터 사이버 안보까지를 모두 섭렵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중국은 외교의 지평을 천체로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관리체계의 마련은 결국 실용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 거버넌스는 또한 중국이 표방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의 토대가 될 것이다.42)
둘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세계 인류와 소통할 수
41) “王毅谈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总目标：推动构人类命运共同体,”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年10月19日.
42)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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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할 것을 천명했다.43) 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적극적
으로 개진한다고 선언했다. 그 수단으로 ‘一帶一路’를 강조한다.44)
보고서는 또한 ‘일대일로’가 인류의 운명공동체의 거버넌스 구축의 수단으로
어떻게 전술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매개를 다섯 가지, 곧 정책, 인프라, 교역, 금융과 민심 등을
포함한다. 즉, 정책을 통한 소통(政策沟通), 설비 연결을 통한 소통(设施联通),
교역의 원활함을 통한 소통(贸易畅通), 자금의 융통을 통한 소통(资金融通)과
민심을 통한 소통(民心相通) 등 다섯 개의 ‘통’을 강조하고 있다.45)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장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셋째,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목표인 인류 운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중국공산당은 국제주의에 입각해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공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의 속성의 것으로 중국 외교가 인류
운명공동체를 향해 개진할 행보를 합리화하는 이념적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국제주의 국가로 세계에 각인되길 희망
한다.46)
이 과정에서 중국은 두 가지 역할의 수행을 통해 두 가지 공헌을 하길 희망
한다. 첫째는 최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 세계의 빈부 격차와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주의가
중국의 대외원조의 이념적 기반으로서도 작용할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국제주의는 공산혁명에 먼저 성공한 공산당이 혁명 전이나 혁명 중인
당과 국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성공한 나라가 그러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두번째 역할은 선진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현대화의 국가로서 중국이
개도국의 현대화를 견인하면서 이들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해주고 전망을 밝혀
주는 역할이다. 개도국의 발전문제 해결을 인류문제 해결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은 후자를 위해 자신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43) 苏晓晖, “新时代中国外交凸显‘塑造力’,” 『中华人民共和国驻加拿大大使馆』, 2017年10月23日.
44) 何亚非, “新时代的 外交新脉搏,” 『第一财经日报』, 2017年11月1日.
45)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60.
46) “王毅谈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总目标：推动构人类命运共同体,”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年10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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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이 자신의 문제 해결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류의 근본
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47) 중국의 지혜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고서는 인류 정치 문명의 진화와 발전
이라는 영역에서도 강조하고 있다.48)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인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의식과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인류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에서는 중국의 국제주의가 인류 운명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
하겠다는 결의로 해석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새로운 ‘역할’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49)
다. 시진핑 정부의 대미정책
시진핑의 대미정책은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질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는 그의 외교정책의 청사진을 그의 ‘중국의 꿈’에서 유추할 수 있겠다.
그가 5년 전에 주창한 ‘중국몽’은 이제 그 형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 개최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그의 사상과 비전이
담긴 중국의 외교 행보를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장 왕이부터 권위 있는
중국전문가들이 이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기회도 가졌다.
시진핑은 중국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새로운 100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역사에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자신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런 과도기에서 그가
주장한 것은 중국 국내외의 절대적 안정이다.
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주변환경은 중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도약의 준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중국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최소한 향후 50년 동안 절대로 수호되어야 하는 전제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중국의 대외적인 행보는 발언은 강하나 행동은 유화적이다. 간헐
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는 시도는 발생하는 것도
47)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p.10.

48) 같은 글, p.40.
49) “王毅：新时代中国外交有五方面新贡献,” 『欧亚时报』, 2017年10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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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전임 정부와 비교하면 상당히 중국의 현재
외교 행위는 상당히 순응적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중국 역시 맞불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영토
주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이나 중국의 발전 권리 등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이
익을 도전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무력도 불사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처럼 강경한 발언에 비해 중국의 대외 행위는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수그러졌다. 미국과 이견을 가진 문제에 있어 외교적 설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중국의 행태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중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 이후부터 남중국해 문제나 중국
핵심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언사와 압박에 강경하게 일관했다. 2009년 기후협약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약속시간을 어기고 잠적하자 그를
찾는 과정에서 힐러리 前국무장관과 수행원은 중국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2010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는 힐러리와 양제츠 前외교부장 간 설전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미 대통령 전용기
착륙 후 게이트는 고사하고 트랩(사다리)도 제공하지 않아 오바마가 비행기
몸통의 문을 열고 내리는 의전 결례도 범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그의 정부는 아직
까지 미국관계에서 노골적인 결례나 홀대, 또는 설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무역을 표방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다자회의 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일 피력하고 있다.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피동적으로 응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 외교 당국의 발언은 강경하다. 무역전쟁에 후퇴 없이 정면 대응할
의사와 각오를 수없이 밝혀왔다.
시진핑 정부의 지난 5년 이상의 대미외교 행보를 정리하면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 중흥전략인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에 근거한다. 세간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은 이 전략을 방기했다고 공식 선언한 적이 없다. 이
전략은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하다. 오늘날 중국의 대미정책 근간으로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과 ‘신형국제관계’ 등의 개념을 꼽을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과의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관계를
미국과 유지·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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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대북인식 및 전략
1. 트럼프의 대북인식
트럼프의 대북인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트럼프
개인 차원에서 김정은 개인에 대한 인식이다. 다른 트럼프의 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개인에 대한 인식도 불과 2년 사이에 상반된
양상을 보여줬다. 취임 첫 해에는 김정은을 ‘로켓맨’ 등으로 비하하면서 조롱
거리 정도로 인식했다. 트럼프는 그를 ‘왕따’의 상대로 인식했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면 굴복할 정도의 나약한 인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듬해 북미정상회담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그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친구이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10월 14일 미국에서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에서도 전해졌다.50)
그러나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국이라는 인식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불신도 여전히 강하다. 북·미 양국 간 핵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착상태에 대한 불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통과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이기 때문에 그는 북한에 대해 더욱 더 강한 제재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총 236건으로, 총누적 건수 466건의
절반을 차지한다. 8월 3일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는 총 6차례 단행했으며,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 등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51) 북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의 유지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입장은 지난 9월 25일 UN연설에서 공식화
되었다.52)
트럼프의 김정은 개인과 북한 나라에 대한 이중적 인식으로 현재 미국의
대북인식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북한에 대한 불신, 즉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을 함에

50) “트럼프 ‘대북제재 완화 없어…'사랑'은 비유적 표현’,” 『자유아시아방송』, 2018.10.15.
51) “트럼프 행정부 대북 독자 제재, 취임 이후 총 236건,” Voice of Korea, 2018.10.6.
52) “트럼프 유엔연설 ‘대북 제재 계속 유지’,” 『매일경제』, 201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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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그의 양면적인 인식
으로 그의 대북인식은 미국이 대북 접근에 있어 이중적인 접근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양상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대북 인식 및 태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연장
선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취임
1년 후 2018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
주의’의 핵심내용과 전략적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되었다. 첫째, 불균형한
미국의 대외무역구조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둘째, 과거 행정부가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53)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는 두 번째 목표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는 2017년 한 해 내내 북한 핵문제에 있어 과거
행정부의 과오를 재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의 결의는 2018년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54) 그리고 그의
선임이었던 틸러스 前국무장관은 이에 앞선 3월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가 종결되었다고 선언했다.55)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즉 무력 동원도 마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그럼에도 폼페이오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이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북한 체제로부터 정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무력 동원 가능성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했다.56)
트럼프의 이중적인 대북인식으로 미국의 대북 접근방식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7) 그의 당근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표출되었다. 제재완화나 안보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가시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미북 고위급회담과 정상의 만남을 우선 추진했다.
이는 북한이 건국 이후 줄곧 바라던 바인 동시 트럼프 자신의 신념에 기인한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대화와 접촉 용의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에도
53)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White House,
January 30. 2018.
54) “폼페이오 ‘김정은 정권 교체 지지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8.4.14.
55) “틸러슨 초강경 대북메시지…‘선 넘으면 군사행동 가능’ 언급,” 『연합뉴스』, 2017.3.17.
56) “폼페이오 ‘김정은 정권 교체 지지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8.4.14.
57)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officials say,” Chicago Tribune,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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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었다. 이는 그의 오래된 신념에 근간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1999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밝힌 자신의 구상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미국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공격과 제재
등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한 동시 북한 지도자와 만나서
‘미친 듯이 협상(negotiate like crazy)’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8)
동시에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의 불신과 의심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더 강경하고 새로운 채찍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아직 선호하고 있다. 그의
불신은 역사와 현실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는 과거 행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북한 핵실험 이후에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었던 태도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이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1차 핵위기 때 미국은 북한에게 ‘당근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북한의 ‘NPT(핵비확산조약)’을 1993년 초에 탈퇴 선언하면서 이를 방지하고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한 제재를 전략 옵션으로
고려했지만 북한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취할 경우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도발성 반격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59) 이런 북한의
태도는 2차 핵위기 사태까지 유지되었다. 미국이 이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
지고 제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었다.60)
현실적 사실로는 북한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상호 위협을 마다하지
않는 설전과 공방을 펼치면서 보여준 행태에서 트럼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61) 그가 취임하면서부터 북한에 더 강한 제재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심지어 대북 선제타격과 정밀타격 등의 엄포를 놓았다. 이에 북한의 반응 또한
강경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미국과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긴장

58) “Trump Interview,” Meet the Press, October 24. 1999.
59) Leon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60)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Y.: The Basic Books, 2014), Chapter 11-17과 19 참조.
61) 트럼프는 김정은을 “아주 영리한 작은 쿠키(pretty little smart cookie)”와 “리틀 로켓멘
(little rocket man)”으로 비하. “From 'fire and fury' to 'rocket man,' the various
barbs traded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ABC News, June 12. 2018; 김정
은은 트럼프를 허풍쟁이, 싸이코패스, “Kim Jong-un blames 'loud mouth' Trump for
North Korean nuclear war programme,” Express, April 9. 2017. “North Korea says
Trump is a ‘psychopath’ who may launch a preemptive strike,” Washington
Post, June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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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을 상승시키는 공범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17년 4월 16일
부터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총 14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총 15차례의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UN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세 개의 유엔안보리 결의안(2356호, 2375호, 2397호)
채택을 주도하면서 7월부터 자체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이후 미국은 미국
인의 대북 방문 제재를 필두로62) 8월에는 미국의 적대국 대응제재조치,63) 9월에
세컨더리 제재 성격의 대통령령 13830호에 서명했다.64) 미 정부는 9월에 북한
인의 미국 방문을 불허하는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65) 이 밖에 미국은 대북
군사적 타격을 4월, 8월, 10월을 검토한 바 있었다.66) 특히 8월에는 북한 정권
교체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67)
북핵 해결을 위한 그의 군사적 결의와 지속된 위협은 1년 내내 김정은과의 설전
으로 나타났다.68) 그 결과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서 긴장국면은 더욱 고조됐다.69)
이 과정에서 한국은 6월말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또한
미국의 무기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70) 이 밖에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강화했다. 기존의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훈련(Foal Eagle),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Ulji Freedom Guardian)
62) “U.S. State Department to clamp ban on travel to North Korea,” Reuters, July 21. 2017.
63) “A look at the issues at stake ahead of Trump and Putin's summit,” CNBC, August 14. 2018.
64) “Executive Order 13810 of September 20, 2017: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Vol. 82, No.
184, September 25. 2017, pp.44705~9.
65) “US expands travel ban to include N Korea,” BBC News, September 25. 2017.
66) 4월에는 “초대형급 군사적 선제공격(super mighty pre-emptive strike)” 계획 검토.
“Trump praises Chinese efforts on North Korea 'menace,' Pyongyang warns of
strike,” Reuters, April 20. 2017. 특히 8월에는 미군의 선제타격 준비 태세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화염과 분노’에 싸인 공격으로 최고의 후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 “Pentagon
plan for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would reportedly launch from base
in Guam,” CNBC, August 9. 2017; 10월 위기설과 관련하여 “DONALD TRUMP
ASKED MILITARY FOR A PLAN TO STRIKE NORTH KOREA, AND GENERALS
WERE TERRIFIED: WOODWARD BOOK,” Newsweek, September 6. 2018.
67) John Bolton, “Trump must stop North Korea from striking American soil,” The
Hill, August 20. 2017.
68) “Trump and Kim Jong-un, and the Names They’ve Called Each Other,” New
York Times, March 9. 2018.
69) “Donald Trump and Kim Jong Un’s war of words: A look back after the US
President’s first year,” Evening Standard, January 20. 2018.
70) “美, ‘韓에 미국산 무기 판매’ 연이어 공개 언급…사드 비용 압박 나서나,” 『헤럴드경제』,
2017.9.5; “한미 정상 ‘미군 최첨단 무기, 한국 구매 합의’,” 『아시아투데이』,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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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훈련 외에도 맥스 썬더(Max Thurnder) 군사훈련을 4월에 단행했었고71)
공중 훈련 목적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훈련을 12월 4-8일까지
수행했다. 이 훈련에는 전투기 260대와 F-22와 F-35A 스텔스기까지 동원됐다.
또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도 2016년 6월과 11월에 이어 작년 1월,
3월, 10월과 12월에 진행되었다.

71) “U.S. may preemptively strike North Korea: report,” The Marketwatch, April 13.
2017 and “North Korea warns U.S. of ‘super-mighty pre-emptive strike’ as
tensions mount,” Rueter, April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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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북전략
미국의 북한 비핵화의 정의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이든 ‘완전하고 전면적이고 검증가능 한 폐기(FFVD)’이든 하나의 공통
분모를 내포한다. ‘검증(verification)’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검증’의 의미는
연구·개발 관련 시설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 시설은 대학(김책
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시설단지를 포함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해 이 같은 무기 및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요구하면 그 범위와 영역은 더욱 확대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 관련 및 군사시설의 사찰 목적으로 개방하는 것보다 쉬운
경제적인 목적의 개방조차 거절하는 상황이다.72) 핵시설과 군사기지의 개방은
북한에게 백기투항과 같은 의미다. 북한의 군사 수준의 저급함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적 목적으로도 대외협력을 위한 국가의 개방을 거부해온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다. 북한은
1999년 4자 회담 때부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오늘날까지 이는 유효하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물론 주변국이 치러야 할 비용을 아무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의 체결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한반도 주변
지역의 권력 관계 및 구도의 변화에 따른 지역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아무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73) 이는 6자회담이 실무그룹이 조직된
2008년에 중단된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중국의
대비책도 없다는 방증이었다. 북미수교로 한미동맹의 폐기에 대한 일본의 대비
책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핵화 이전의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미
수교를 진정으로 환영할 나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수행할 의사와 의지가 있으면 전면적인 개방이

72) Ruediger Frank,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1998–2004): Systemic
Restrictions, Quantitative Analysis, Ideological Background,”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Vol.10, No.3, 2005, pp.278~311.
73) 何志工·安小平, “朝鮮半島和平協定與和平機制,” 『東北亞論壇』, 2008年 第17卷 第2期,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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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및 관련 군사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숫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1982년 영변 핵시설이 가동된 이후 계속 관찰한 결과 약 3,000여 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및 기지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74)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약 6,000-8,000개 지하 군 시설과75) 84개의 핵 관련 지하터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76) 16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77)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 해저와 육상에서 가능하고 육상 발사대가 이동형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기지가 사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폐지를 기반으로 미국의 위협요소 철수와
적대행위의 영구적인 중단 등을 주장한다.78) 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폐기,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핵우산 철회,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포함한다.79)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은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한다.80)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대북 위협의 영구적인
철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평화 정착 이후 북한은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와 관련 당사국 간의 비핵화 담판을 통해 신뢰구축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를 견지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의
견고함을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한다. 하나는 선대의 유훈이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염원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선대의 유훈은
74) “[단독] ‘核·미사일 관련 시설 북한내 3000개 존재’,” 『문화일보』, 2018.6.18.
75) “Report: U.S. military has mapped North Korea's underground facilities,” UPI,
August 6. 2015.
76) Kyle Mizokami, “North Korea’s 'Underground Empire' Could Give the U.S.
Military Big Problems,”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6. 2017.
77) “In North Korea, Missile Bases Suggest a Great Deception,”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8.
78) 북한의 입장을 검증하는데 있어 중국 전문가의 분석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이들은 평화
협정의 체결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북미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무력투쟁이 발생해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
사적 지원이나 개입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성사될 경우
평화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주장. 张琏瑰, “和平协定应与弃核同步,” 『中国新闻周刊』,
2007年 第26期, pp.46~7.
79) 于美華, “朝鮮半島還要‘停戰’多久,” 『世界知識』, 2006年 第16期, p. 35.
80) 何志工·安小平, “朝鮮半島和平協定與和平機制,” 『東北亞論壇』, 2008年 第17卷 第2期,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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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 유효하고 무효다. 일례로, 북한이 지난 2000년대
초 유럽 여러 국가와 수교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유훈이 남한의 유럽 국가
대사관이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당시
국내외 정세의 변화 때문에 이런 유훈을 부정했다. 즉, 남한의 유럽 국가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직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국에 유리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논리
였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염원의 논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전제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찰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물론 군사시설과 과학 시설의 완전한 대외개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보여준 행태는 매우 모순적이다. 일례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때 외신기자의 접근을 불허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과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의 접근도, 관찰도 불허하는 판국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사찰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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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미북관계 평가
2018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트럼프는 남북
대화 성사에 자신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그의
북한에 전력을 다해 대응할 확고하고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공개할 것을 요구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한미군사합동
훈련의 연기에 합의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지도자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동시에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가 10일에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의 요청을 공식화했다.
2월 2일 통화에서 두 지도자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두 지도자가 협력할 의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한·미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를 트럼프가 다시 상기시켰다고 한다.) 3월
1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명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에 확고한 입장을 인지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지난 2년 간 한반도 국제관계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라섰다. 이런 변화는
2018년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즉, 남북경협의 촉진을 통해 북한의 비핵
화를 유발하여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달성하는 전략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및 북핵
문제의 접근 방식은 과거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접근 방식에서 문제의 해결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과거 1차 북핵 위기나 2차
북핵 위기 때의 북한 핵개발 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
단계에 있었다. 북핵 문제의 무조건적 해결이 동결, 중단 또는 폐기의 형식이든
제일 우선시 되었고 남북경협, 평화정착과 북미수교 문제가 차선의 것이었다.81)
81) 1차 북핵 위기에 관한 외교전략의 특징은 Leon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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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해결이 후자의 전제조건이었다. 이는 북한 원하던 것의 역순이었다.82)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해결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되었다.
두번째 특징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북핵 해결의 최종 목표였던 북미 간 신뢰
구축 순위가 앞당겨졌다.83)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탄두와 핵미사일 발사체와 수송체를 구비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잠재적 가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정의 변화로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순서가 또한 바뀌었다. 과거 두 차례의 핵위기 사태 때 북미 양국이
견지했던 해결 방식의 순위는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정전협정 대체를 달성한 후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국은 북미 간의 신뢰구축 문제를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해결될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84)
오늘날 북핵 해결의 접근 수순은 남북경협과 북미접촉을 강화하면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정전협정 대체한 후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비핵화를
수반하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 간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85) 다시 말해, 신뢰구축 문제가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당사국 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징은 양자협상이 선호된다는 사실이다.

82)

83)

84)

85)

북핵 위기에 관한 외교전략의 특징은 Jonathan D. Pollack,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IISS, 2011) 참조.
핵문제가 북한체제 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 북미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방해 중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4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체제의 수립과 북미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선중앙통신』, 2005.7.22.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June 12. 2018.
Emma Chanlett-Avery, Mark E. Manyin, Mary Beth D. Nikitin, Caitlin Elizabeth
Campbell, and Wil Mackey,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27. 2018), pp.4~6.
“北매체 ‘종전선언, 북미 신뢰 필수요건…평화구축 첫 공정,” 『News1』,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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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다자협상,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방식을 선호한 것이 양자협상
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방식의 전환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겠다는 ‘주인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사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북한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했고 이후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주선했다.
이 같은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고위급 접촉으로 포장된 준비과정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특사를 포함한 고위급 회담이 자연스럽게
유발되었고 북미 간에도 고위급 접촉이 연속되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지금 한국정부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차원
에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는 올 한 해 한국 외교가 일궈낸 결실의
파급효과에서 그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 조성,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한 긴장완화와 주변국과
북한과의 접촉 중재, 남북정상회담으로 창출된 긴장국면에 편승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유발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효과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에 대한 회의론이 11월부터 불거지면서 트럼프 역시
대북 강경론을 조정해야 했다. 아마도 11월 우리 정부 측의 제안도 트럼프의
대북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86) 대내·외적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역시 2018년 1월부터 대북 선제타격 계획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87) 우리 정부는 12월 19일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88) 미국은 1월 4일 이의
일시적인 중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89) 미국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을지
훈련 등의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상응이라도 하듯 북한의 예고 없는
도발도 평창올림픽기간 동안 없었다.

86) “평창올림픽 기간 미·한 연합훈련 중단, 북한 도발 자제가 관건,” 『VOA Korea』, 2017.11.24.
87) “Trump Team Mulls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Betting Kim Won’t
Retaliate,” New Yorker Magazine, January 9. 2018; “Donald Trump may be
bluffing over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Economist, January 27.
2018; and “Democratic senators: Trump lacks ‘legal authority’ for preemptive,
‘bloody nose’ strike o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February 5. 2018.
88)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군사훈련 중단할 듯,” 『서울경제』, 2017.11.23.
89) “한·미, 올림픽 때 훈련 중단 합의,” 『경향신문』,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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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 분위기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북 평화공세는 계속
되었다. 3월 초 북한은 방문한 한국 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4월 27일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6월 12일
에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할
기회 또한 제공받았다. 김정은은 이 기간 동안 중국을 3번 방문했다.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행되었다는 게 북한의 자평
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90) 또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7월 동계리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의 해체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91) 이 밖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결정짓기 위한 정치 외교적 단초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간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미국 중간선거
(11월) 이후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유발한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미 양국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부정적
나선형 상승작용(negative spiral escalation effect)에 대한 두려움 요인(fear
factor)이 관건적으로 작용했다. 매우 역설적인 결과다. 북미 두 나라 모두 중단
없는 치킨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자제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둘째, 두려움의 요인과 함께 연쇄적인 남북과 북미,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지금까지
‘연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92) 물론 여기에는 평창올림픽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이다. 지난 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현 정부의 외교 및 대북 정책의 목표는
단 한 가지다. 바로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90)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김정은, 비핵화 성의 보였다,” 『중앙일보』, 2018.5.24.
91) “[종합] 38노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시작…북미합의 첫 실행’,” 『NEWSIS』, 2018.7.24.
92) “미 국방부 ‘UFG·한미해병대 연합훈련 무기한 중단’(종합),” 『연합뉴스』, 2018.6.23; “한미
연합사령관 ‘불필요하게 北 자극하는 연합훈련은 중단’(종합),” 『연합뉴스』,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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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대북인식 및 전략
1. 중국의 대북인식
중국의 대북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북한과의
관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어도 중국의 대북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변함없다.
그 전략적 가치는 국제공산주의 혁명과제의 완수를 위한 공동의 사명감을
공유한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외세로부터의 어떤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공통된 전략 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에 공산정권의 존망을 위협하는
외세의 존재를 척결하는 공통된 역사적 의무감을 공유한다. 북·중 두 나라가
공유하는 전략적 가치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압록강 진출 저지를 위한 북한의
완충지라는 지정학적 전략의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북중 양국이 공유하는
인식은 미국의 적대성에 기초한다.
북·중 양국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는 비록 있었지만 한 순간에 복원되는 연유도
이런 전략적 가치와 이를 수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외부자들에게 북중
관계의 이런 속성은 매우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과 중국 두 공산
국가의 외교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다. 당이 국가 상위주체로 존재하는 ‘당-국가’체제의 국가다.
즉, 당이 국가를 포함해 모든 사회구성원을 영도하는 지배구조를 가진 나라다.
외교적 의미에서 북·중의 공산당관계가 국가관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다. 두 당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국가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 소원해진 국가관계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 쉽게 복구된다.
그러나 이런 기본구조를 망각한 채 우리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
관계로 언급했다 해서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의 본질을 망각했다.
북중관계가 당과 국가 차원에서 소원해지자 우리 외교의 공간과 입지가 상대적
으로 확장되었다고 믿었다. 이런 판단 착오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으로 미국도 중소관계를 우리와 같이 오판한 적이 있다. 공산국가 간의 외교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사고방식과 논리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
되었었다. 공산국가의 외교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산국가관계의 균열은 당의 언행으로 하루아침에 복원된다. 북중관계는
50년대부터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56년의 북한의 연안파 종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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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문화혁명과 북·중 영토분쟁,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와 중국의
북한 무력통일 반대, 1980년대 북한의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불만, 1992년
북한의 한중수교에 대한 실망 등으로 북중관계는 분열과 소원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김일성의 1958년, 1969년 1982년, 1989년의 방중과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으로 복원이 선언되었다. 두 나라의
관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회생되었다. 즉, 당 최고지도자의 한 마디로
복원이 되었다.
둘째, 공산국가의 관계는 대내외적으로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대내적으로
소원함과 균열을 보여도 대외적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적대국을 억제한다. 중소
관계가 분열로 치닫던 1964년 미국의 중국 핵시설 타격 계획 수립 중 소련은
중소동맹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미국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의 입증으로
중·소는 국경문제 협상을 갖는다. 1971년 북베트남 정권은 자신의 보호국을
중국에서 소련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전쟁의 마지노선 북위 20
도를 미군이 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그럴 경우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경고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중동맹의 유효성 질문에 중국은 북한이 침공
받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1994년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북공격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행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농락당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언행이 관객에 따라 달라
지는 속성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합의하면서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선대의 유훈을 운운하며 조건에 따른 비핵화 의사로 전환
했다. 공개된 김정일의 유서에는 비핵화라는 문구가 없다. 조건부 비핵화는 다시
살라미 전술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남북회담과 미북대화 지지를
표명하며 사드 보복 조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17년
4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강조했던 사드 보복이 중국 국민의 자발적
행동이고 정부 결정이 아니므로 정부가 간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이들 공산국가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오판을 낳는다. 오판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은 국가 외교를 함정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면 인내를 가지고 진의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북·중의 유기적
단합에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 자제와 민생을 빌미로
제재의 완화와 평화협정 등의 공을 한·미 양국에 넘길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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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대북전략
19차 당대회 보고서를 통해 중국 외교의 ‘백년대계’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지엽적인 의미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외교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광의의 의미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방향과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자신감이 돋보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신시대 외교는 새로운 사상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공헌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시진핑의 사상이 외교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관계와 외교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결의와 의지가 이번 당대회 보고서를 통해 피력된 것이다.93)
이런 중국의 새로운 결의와 의지가 북중관계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새로운 영향이 악영향으로 나타날지 긍정적인 것으로 표출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부상하는 대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을 하거나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정세에 관여하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전례를 통해 입증
되었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외교에 임할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
추진방향의 변화도 뒤따를 것이다. 새로운 전략 방향의 도입은 중국과 주변국,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런 중국
의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구상과 방법은 이미 표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국이 종전의 대화 기반이나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의
여건 창출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를 재반복하는 태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개념화된 전략 제안을 한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출범 이후 중국의 북핵 관련 위기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쌍중단(雙中斷)’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중국 정부가 관련 당사국 간에 긴장 상승을 피할 수 있는
93) “外交部长王毅：中国有信心、有能力带动各国共同发展,” 『欧亚时报』, 2017年10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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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 발휘와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수수방관적인
외교적 입장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기술과 핵 개발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례에
비춰 봐도 핵개발 야욕과 결의를 가진 나라가 중도 포기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핵개발 결심을 한 나라에게 중도 포기는 없었다.94)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는
무관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란의 경우 중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직접
간여한 나라들이 의기투합을 해 중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 핵개발의 동기와 동력이 미국과 미국의
핵위협 요인에 있으므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견지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개발 추구한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이들 나라들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핵
개발 야욕을 실현시켰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선례와 북한 핵개발이 중단될 수 없는 전제에서 보면 중국의 전략적 옵션은
북한 핵능력 구비 이후 북한의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위기를 중국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북한’이라는 전략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채찍(제재)과 당근(제재의 일부나 전면 해제)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 핵 완성 이후 북한의 이탈을 막으면서 북한의 전략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이탈을 저지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자신의 안보 이익에 유용하는
것이다. 세개의 다른 전제에서 중국의 북한 핵 위기관리의 전략적 옵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전략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UN과 국제사회가 채택하는 더 강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다. 대북제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제재 수위의 조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출현할 수 있다. 이들 변수로 북한이
대화할 용의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제한적인 일부 지역의
94) Richard Betts, “Incentives for Nuclear Weapons: India, Pakistan, Iran,” Asian
Survey, Vol.19, No.11, November 1979, pp.1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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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통해 개혁·개방의 의사를 보일 수 있고,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할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 제재가 해제·완화된 선례를 2005년 마카오 소재의
방코델타(Banko Delta)은행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핵동결을
일시적으로나마 선언한 90년대에 이른바 1994 제네바협약으로 미국과 주변국의
경제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의 북한의 핵 발전 수준이나 안보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전략자산으로 유지하기가 수월했다는 교훈과 경험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독립
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유화책이나 더 강한 제재와 압박뿐이다.
중국의 유화책은 북한의 핵개발 성공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만약 7차
핵실험이 북한의 핵개발 완성을 알리는 마지막 시험이 된다면 북한은 군사적
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이탈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북한에 유화책을 쓰거나 국제사회와
더 강력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강할 수 있을 것이다.
유화책이 성립되려면 중국은 UN과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의 채택을 반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은 격화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가
귀중하다면 중국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수호할 결의가 있다는 것은 중국이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즉, 북한의 전략 자산 가치 수호를 통해
중국이 얻는 이익이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입을 수 있는 손실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중국은 북한의 완전한
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 염원하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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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수교)의 결과는
자명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북한은 당연히 미국에 기울게 될 것이고 중국은 미국
과의 권력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할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두 가지 전략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을
파키스탄화하는 것이다95) 즉, 북한의 국가 경제 개발과 국가로서의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아낌없이 경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96) 그러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인위적
으로 상승시키는 전략이다. 그리고 소원해졌던 정치외교관계를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97)
다른 하나는, 이 전략이 실패로 끝나서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과의 유대나
연대를 강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에 기울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를 방지
하고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에 새로운 균형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 경우 중국이 유일하게 가용
할 수 있는 전략은 한국에 대한 ‘매혹공세(charm offensive)’전략뿐일 것이다.
우리의 결정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나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냉철한 관찰과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95) John W. Garver, “Sino-Indian Rapproachement and the Sino-Pakistan Enten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11, No.2, 1996, pp.323~47.
96) Jafar Riaz Kataria and Anum Naveed, “Pakistan-China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South Asian Studies, Vol.29, No.2, 2014, pp.395~410.
97) Michael Beckely, “China and Pakistan: Fair-Weather Friend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o.7, 2012,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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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중북관계 평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소원한 것으로 관측되었던 북한과 중국 관계의
소원함이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중 두 정상이 가진 첫 회담에서 양국관계는 공식적으로 정상화되었다고 선언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많다.
우선 중국 외교당국이 일반적인 외교 수사로 평론에 일관하고 있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최고지도자 간에 소통 유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외교행보에서 중국을 의식하는 언행이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분석은 ‘4.27 선언’이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과 같이 한반도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3자 또는 4자’의 협상방식의
문구를 동일하게 인용한 사실에 근거한다. 재인용 문구에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이 정전협정의 일원으로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정은과의 회견에서 시진핑의 발언을 분석하면 중국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는 그의 발언 중에 세 가지 키
워드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북중관계를 ‘초심을 잃지 말고(中朝双方不忘初心)’,
‘시시때때로 변하지 말고(不应也不会因一时一事而变化)’,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하자(为地区和平稳定作出新的贡献)’ 등으로 묘사했다. 특히
시시때때로 변하지 말 것의 발언과 관련하여 시진핑은 북중관계가 ‘전통우호를
계승하는 것이 국제지역체제와 북중관계의 대국(大局)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고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정은의 방중 목적 설명에서도 그가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정서상이나 도의상으로도 시진핑에게
당면한 상황을 적시에 알려야 한다(应该及时向习近平总书记同志当面通报情况)”는
생각에서 그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그 역시 북중관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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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려는 역력히 드러났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에 오히려 안위를
주려 했고 중국에 대한 예우를 지키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 중 지도자의 대화는
그만큼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위태하다는 방증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발언은
북·중 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를 서로
에게 확인해줄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의식하는 모습은 이후에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북한의 對中관계를 더욱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북한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방법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모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김정은 방중 이후 4월 12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국무위원 4명을 보선한 사실에서 입증된다. 왜냐하면 보선 인사 중
과거 중국과 교류 경험이 많은 김정각과 태종수 등 두 명을 김정은이 재기용
했기 때문이다.
김정각 신임 군총정치국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에 보선됐다. 비록 상무위원회 진출은 실패했으나 당 정치국에
복귀한 사실을 감안하면 당내에서 다시 약진을 이룬 셈이다. 태종수는 지난 해
10월 개최된 제7기 제2차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출됐다. 김정각과 태종수의
복귀는 김정일 사람의 복귀를 의미한다. 또한 중국 라인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언론은 김정각이 황병서를 대체하면서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등용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정은이 군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조치로 해석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등 3명의 부위원장
으로 구성된 ‘4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무급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의
충원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김정각과 태종수는 김정일 생전에 풍부한 중국 외교의 경험을 축적했다.
2007년부터 김정각은 인민무력부 부부장에서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발탁
되었다. 태종수는 같은 해 10월 내각 부총리로 임명됐다. 이후 이들은 특히
평양을 방문한 중국 고위 인사 회담에 종종 참여했다. 이들의 당시 등용 배경의
특징이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태종수는 함경북도 당 비서로 재직할 당시(2012-14) 중국과의 마지막 협력
개발 사업이었던 황금평·위화도 관련 회의 및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또한
과거에 지재룡 현 주중국 북한대사와 함께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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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김정일 사람을 재등용하는 대신 김정일의 사람을 또한 퇴출시켰다.
김정각과 태종수와 함께 김정일 시대에 북중 고위급 회담에 종종 배석했던 정치국
위원 최태복, 김기남과 로두철 등이 작년까지만 해도 건재했었다. 이들 중
로두철을 제외하고 최태복과 김기남이 지난 해 10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제2기 전원회의에서 퇴출당했다. 김기남은 또한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6차회의에서 국무위원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김정은 체제의 중국 라인은 ‘5인 체제’가 될 것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역시 김정일 시대에 중국 외교 경험이
풍부한 박봉주 내각 총리와 로두철 중앙위원과 함께 김정각과 태종수가 다시
가세했다. 그리고 북경 현지에서 지재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것이다.
북한과 중국 모두 관계개선을 희망한다. 왕이 외교부장이 외교부장으로 11년
만에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밝혀졌다면 미북회담에서는 이의 진정성을 관철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중국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는 중국에게 양날의 칼과 같다. 비핵화 실현은 중국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중국의 숙원
이지만 이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입지 축소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대가는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미북수교,
북일수교, 경제건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대가의 성사로 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의 승계 문제가 타격받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이 북한의 자의적 이탈이나
자연스러운 유실로 북한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라인의 강화라는 책략이 따른 것이다.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갔다. 중국은 미북대화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입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김정은의 ‘평화적 외교 공세’의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북·중 고위인사의 연쇄접촉이 풀가동
중에 있다. 리용호 외무상(4.3)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부장(4.5)이 방중했고,
송타오 당 대외연락부장(4.11)과 왕이 외교부장(5.2) 등이 방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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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 상실의 우려를 북한 끌어안기로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모두 개선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려
한다. 만약 미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이미 ‘중국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중국의 끌어안기 전략을 수용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김정은의 외교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국가 외교의 특수성을 잘 활용한다.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건재하는 동안 당-대-당 외교는 유효하며 이를 외교 밑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줄타기외교 대상이 소련에서 미국으로 전환되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세 가지 유형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왔다. 때로는 미·중 양국에게 모두 강한 제재를 받아왔으며
때로는 미·중 양국을 왕래하며 일방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때로는
간보기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 파악에 적극 나섰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협력 구조를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북한 외교의 진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셋째, 중국에 거리두기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자의적인 이탈, 북한의 예기치 못한 유실, 북한의 이타
적인 상실 등을 우려한다.
자의적인 이탈은 말 그대로 북한이 중국을 떠나 미국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북한의 예기치 못한 유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과
북한이 의기투합되어 중국도 모르는 새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되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북한이 친미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타의적인 상실은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국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의지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한 편에 서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핵보유 지위는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북미 간에 안보문제가 중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절충되어 북한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이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전을 이용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해 일명 ‘중국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가 북한에 백기투항을 요구하자 김정은이 시진핑과 두 번째 회담을
요청한 사실로 이런 행위는 드러났다. 북한은 중국의 북핵 해결의 기본 입장과

- 57 -

전략을 숙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해법으로
주장하는 중국은 이 해법의 유일한 작동 기제가 6자회담임을 오래전부터 강조
했다.
북한이 6자회담과 같은 낮은 단계의 협상에 임하기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지지가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보인다. 6자회담에 복귀만
해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에서의 핵협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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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 영향요인
북한체제는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한다면 그 방향은 김정은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쪽일까, 개혁 개방으로 변화하는 쪽일까? 또 변화의 속도는 빠를까,
더딜까? 개혁·개방 쪽으로 변화한다면 사회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김정은 정권은 이를 견뎌내고 관리할 역량은 있을까, 없을까? 어떤 형태와
결과의 변화가 진행되든 그 끝자락에는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까, 아닐까?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려면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절대권력자의 의지만으로 변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류역사상 언제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환경은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혁명으로 그것도 성공적 혁명으로 연결된 경우는 손꼽을 정도다. 결국 환경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일 뿐,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변화 주도자(세력)의 의지와
역량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북한과 같이 비록 핵무력의 무장 수준은 높더라도
국가 역량이 턱없이 취약한 국가는 외부적 환경의 위력이 통치자의 의지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북한처럼 외부적 개입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더 그럴 것이다. 물론, 절대권력을 가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결단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대북한 연구자들의
상식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 환경요인의 압박에 견디기
힘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선택하는 결단을
보일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곧, 김위원장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과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
만으로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외부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와
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UNSCR)가 채택되었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UNSCR 2270호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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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스마트 제재였으나, 2270호부터는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확대되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크게
무기금수 및 이중용도 품목 이전 통제, 북한산 수입금지와 대북수출 제한에
관련된 무역제재, 북한 근로자의 해외송출 금지 및 송환, 어획권 구매와 대북
합작투자 금지 등에 관련된 경협제재, 북한기관의 자산동결을 비롯한 북한은행의
해외개설 금지 및 해외 금융기관의 북한내 개설 금지에 관련된 금융제재, 선박과
항공기의 화물제재, 사치품 및 확산 네트워크 제재 등으로 나뉜다.
2006.7.15 안보리, 북한 도발(대포동2호 발사)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 1695호 만장일치 채택

(美 현지시간)

10.14 안보리, 북한의 1차 핵실험 감행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UNSCR) 1718호 만장일치 채택
2009.6.12 안보리, 5월25일 2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2013.1.22 안보리, 2012년 12월 로켓 발사 감행을 규탄하고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강화한 결의 2087호 만장일치 채택
3.7 안보리, 3차 핵실험 등 관련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 채택
2016.3.2 안보리,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만장일치 채택
11.30 안보리,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 2321호 만장일치 채택
2017.6.2 안보리,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
기관 4곳과 개인 14명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56호 만장일치 채택
8.5 북한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만장
일치 채택. 주력 수출품 석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
9.11 제6차 핵실험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원유공급
年 400만 배럴로 동결, 정유제품 절반에 가까운 200만 배럴로 제한 등
‘유류 첫 제재’ 및 북한산 섬유제품 해외수출 전면금지
12.22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유류공급 제한(정유제품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 원유 공급 상한선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 북한 해외노동
자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금지품목 확대, 북한 인사 16명과 단체
1곳 제재명단에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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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독자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광범위하게 가동되고
있다. 미국은 15개 국내법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으며, 2000년대 말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제재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98) 미국의
대북제재는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 WMD 확산, 인권 등의 이유에서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양한 법률과 사유로 중복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다.99)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의 사실상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최룡해를 비롯하여 국가
보위상 정경택, 박광호 당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인사 3명을 북한 인권유린 관련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100)
현재, 미국은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을 통해 북한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거래와
북한산 상품·서비스 거래 등을 금지하는 사실상 대북 전면 금수를 재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강화법은 대북거래에 참여한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은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두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아시아 안심법안’(S.
2736)이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주목할 사항이다. 同법안은 인
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북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여 대북정책에 대
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同법안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
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북제재 해제
를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
고,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
신돼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98) 임수호,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INSS 전략보고 2018-06』; 조성렬 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관련 법·제도 연구,” 『INSS 전략보고
2018-15』 참조.
99) 2008년 6월 북한은 적성국교역법에서 해제됐으나, 관련 제재 중 건별 수입승인제한만 해
제됐을 뿐 포괄적 자산동결은 대외경제비상조치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되었음.
100) 미국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김정은과 김여정을 북한인권 제재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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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이 대북제재의 완화는 가능치 않
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북한과 중국·러
시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
다. 오히려 북핵의 최대피해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외교무대에
서 앞장서 설득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국제사회가 의아해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유엔제재로 2017년 20년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제재
효과로 인한 북한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
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101) 새롭게 채택한 경제발전전략 또한 성
과를 얻기가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긍정적 발전과 변화가 가
능할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북한은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고
립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다.

101) 금년 1~5월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 가까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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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時 인식 원형
어느 국가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그 전략의 바탕
에는 실리주의 외에도 지정학적,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인종적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미국처럼 세계전략을 가진 국가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국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과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북한의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은 대외전략 구상을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할까?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있다. 첫째, 공산주의나 전체
주의 등 反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인권문제에 민감하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대외정책 수행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철학적 차이는 거의 없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기에 일관되게 적용해온 외교원칙 중 하나가
反共主義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 공화당은 거의 근본주의적이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반대한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악의
제국’(The Evil Empire)으로 지칭하였고, 2001년에는 부시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반공주의가 냉전기 미국의 패권 정당화를 위한 정략적 논리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질서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 증진을 내세우면서 반공주의 원칙을 견지했다. 심지어 이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다는 민주평화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곧, 종국적으로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선 1차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시도하든지 둘 중 하나
일 것이다. 다만 북한 스스로 변화를 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초법적 절대권력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 합법적 권력이 통치하는 정권 진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것이 또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정립된 ‘2016 공화당
정강정책’이다.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쉽 확보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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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한다. 특히 북한을 金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로 규정하고, 공화당의 대북정책의 과제로 △ 북한주민의 인권 확립,
△ 북한 변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 CVID 방식의 핵무기 해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했다는 것은 노예해방, 곧 북한해방이
목표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방을 이룬 역사를 갖고
있다. 올해 트럼프-김정은 간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미사려구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김정은을 협상에
잡아두려는 전략일 뿐 미국의 본심으로 보긴 어렵다. 미국은 북핵 협상과 별개로
북한을 인권유린국으로 규정하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 또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간주하며 미·북간 정치문제와 별개로
인권문제로 보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
국’102)으로 재차 지정하여 17년째 리스트에 올린 것 또한 미국의 인권 중시의
외교원칙에 충실한 것일 뿐, 핵협상을 위한 대북 압박전술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둘째,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또한 국익 우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통을 흔히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고립
주의(isolationism)로 구분한다. 이를 양당과 결부시켜 민주당은 국제주의로,
공화당은 고립주의로 대응시켜 양당의 외교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 듯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두 노선은 직면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익 획득을
위한 방법상의 차이일 뿐, 목표와 원칙의 차이는 아니다. 오로지 국익 우선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작동할 따름이다. 예컨대 공화당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외교정책을 선호한다. 또 동맹과 연합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며,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등을 미국의 국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적극 활용
한다. 또 외교관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로 ‘공조’가 있다. 공조는 냉정
하게 말하면 미국의 국익 획득을 위한 비용과 희생의 공조를 의미한다. 곧, 역할
분담과 비용분담을 파트너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미국의 외교전통을 벗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노골적으로’ 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따져 미국과 동맹관계든 경쟁
관계든 아니면 적대관계에 있든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도움만 된다면 수단과
102)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임에 직면”하고 있다며, 11월 28일
북한·중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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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개의치 않고 실리적 차원에서 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태도가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미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노예국가’ 북한의 해방을 목표로,
북한의 강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의 양면 전술을 구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북핵과 북한체제 전환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은 북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
경우 북핵은 북한체제 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만약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NPT에 복귀하여 국제적 관리를 받겠다는 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핵문제로 인한 북·미 간
충돌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관리 가능한 북한
핵이라면 미북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된다는 뜻이며,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적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는 의미다.
셋째, 미국은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역할분담을 중시한다. good cap,
bad cap 역할 분담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상대가 선택하도록 ‘합법적으로’ 강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대해 미 의회의 견제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트럼프가 협상전술상 ‘미치광이’ 역할을 할 때 의회는 이것을 견제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견제가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최대치를 얻지 못하지만 이미 그의 계산 속에는 적정치를
설정하고 있다. 최대치에 대해 의회가 견제함으로써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적정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국가간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외전략과 협상을
수행할 때 미국은 행정부-의회, 공화당-민주당, 정부-민간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부처와 조직, 사람이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협상력을 높인다.
최근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아시아 안심법안’이 좋은 사례다. 이 법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비핵화 협상時 대북제재 완화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 의무와 국무장관의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의 의회 제출, 북한의 외교적 고립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 명시 의무, 보고서의 갱신 등을 일일이 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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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권력분립에 따라 의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철저하게 보장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넷째, 특히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對중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대상이기도 하다.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해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미국을 직접 겨냥하여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비록 북한의 위협이 말폭탄에 불과할지라도, 그 자체
만으로 언제든 전략적 필요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중국이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입장은 피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 지역
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고 북한 또한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남북한과
우호관계를 구축한다면, 중국의 동해와 태평양 해양로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고 中國夢의 실현을 목표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북한은 對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교두보로서 지
전략적 가치가 크다. 지금껏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양국관계의 잦은 불협화음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를 주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사실상 제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핵을 고리로 미북
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만약 미북관계 정상화, 더 나아가 긴밀한
미북관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북한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고, 미국의 對중국 포위전략 또한 완성될 것이다. 현대국제정치사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특정국가의 생존과 발전으로 연계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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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쉽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친위(親衛) 파워엘리트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체제가 장기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분점의 공동지배(joint rule)를
가능케 하는 기제를 구축한 데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은 빨
치산 시절부터 함께 했던 부하동료들의 자녀들을 핵심적인 충성집단으로 삼았다.
혁명유자녀 학교를 발전시켜 만경대혁명학원을 만들고 이곳 출신들이 파워
엘리트가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뿐만 아니라 1980년대 김정일 세습을 주도한
집단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엘리트들이다.103)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속성에 맞게 당 우위의 정치
구조를 구축해왔다. 그런 가운데 특히 군사력 동원이 가능한 군부와 정보력을
가진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 점에서 김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거치며 신진엘리트가
대거 등장하고 김정은 측근엘리트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특징을 보였다.104)
정권의 안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김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었
는가, 그리고 권력행사를 위한 조직체계가 잘 구축되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엘리트의
교체와 충원이 순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대부분 퇴진한 것
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 말기인 2010년 10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임명된
노동당 정치국 인사 총 30명 중 김영남, 양형섭, 최룡해, 김평해, 태종수 등 5명만
정치국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권력서열을 매길 때 최고지도자의
공개활동에 얼마나 빈번하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 정권의 인물들과 겹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김정일 정권의 2인자로 평가받았던 장성택의 숙청을 기점
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103) 강명세, 『북한독재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성남: 세종연구소, 2013), p.22~3 참조.
104) 김진무,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 김정일 정권과의 비교,” 「세종정책브리핑」
No.2018-02; 정성장,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 파워엘리트 변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종정책브리핑」 No.2018-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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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에 따라 김정은 정권 또한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노·장·청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겉으로 드러난
권력엘리트에는 1920년대~40년대 생까지 노령층이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1950년대~60년대 생이 장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 출생한 4~50대 연령층에서 새로운 권력엘리트가
상당수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엘리트를 충원할 때 몇가지 특징을 보인다.105) 우선, 전문
성을 중시한다. 엘리트의 승진 인사는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공안, 선전, 대남, 외교, 軍需 등에서는 해당분야에서 거의 평생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다. 둘째, 현장 경험을 중시한다. “경험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평양의 핵심엘리트들은 지방 도당위원장 근무를
거쳐 평양의 핵심보직으로 복귀시킨다.106) 셋째, 정권 보위기관 출신 인물들을
중용한다.107) 특히 당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등 정권 보위기관 출신들은 김씨
왕조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일 뿐 아니라, 또 해당기관의 간부들의 성향과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그들의 조직 장악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넷째, 김씨 일가의 친인척, 빨치산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고위
간부의 후손 등을 代를 이은 세습체제 형식으로 중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장성택을 비롯하여 리영호, 현영철
등 김씨 권력에 대해 도전하는 인물과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잔혹한 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로 권력을 운용하며 김정은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충성심을 유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최룡해, 김영철, 리영길 등 핵심엘리트에 대해
일정기간 강등 및 혁명화 교육 후 재등용하는 용인술을 발휘함으로써 포용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견인하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 장악을 위해 전격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군부
105) 김진무,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 김정일 정권과의 비교,” p.22.
106)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하여 군수책임자는 군수공업의 중심지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도당위
원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박도춘, 리만건, 태종수 등이 자강도나 평안북도 당위원
장(책임비서) 출신. 또 조직지도부 부부장 출신인 박태성과 홍인범은 평안남도 당위원장
을 역임하고 중앙당으로 진출한 케이스.
107) 황병서 前총정치국장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국장 출신이며,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이
었던 김원홍 前국가안전보위상,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책임비서), 박영식 前인민무력상
등이 있음. 최근 미국의 인권유린 관련 제재대상으로 등록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국가
안전보위성 정치국 조직담당 부부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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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세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여느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선군정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군부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젊은 김정은
으로서는 군부가 위협적 세력일 수밖에 없으므로, 군부의 정리를 통해 군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결정적이었다.108)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리영호 총참모장을 부위
원장으로 하고 군부 고위간부와 지휘관을 망라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
군부의 모든 지휘관들이 김정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 또한 김정은의 군부권력
장악이 가장 시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7년여 동안 인민무력상,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잦은 교체와 숙청, 강등 등을
계속한 것은 김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고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권력엘리트의 교체와 신진엘리트의 충원이 반드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특히 핵심엘리트 그룹으로부터
탈락은 혜택과 경제적 수입의 감소 또는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퇴진한 노장층의 권력을 그들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메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권력의 크기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신진엘리트 또한 비슷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신진엘리트들도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봤기 때문에 신변안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맹목적일
정도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김위원장의 입장과 일치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김위원장이 전략과 노선의 변화를 택할 경우 이들의
강경노선이 오히려 김위원장의 선택을 방해하고 정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충성집단을 설득할 자원이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점차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그렇지만, 조선로동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보위사령부 등과 같은 감시·억압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징후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109)
김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에서 보여준 파격적 행보는 정권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아버지 시대의 노장층 엘리트의
퇴진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신진엘리트의 등장 또한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108)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실세를 우선적으로 퇴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현
철해, 김영춘, 리명수, 김명국, 리영호, 박재경, 우동측, 김정각, 백세봉 등이 집권 첫해인
2012년에 대부분 퇴진.
109) 오경섭, “북한체제이행 조건: 레짐이행이론을 적용한 분석,” 『국가전략』 제21권 3호(성남:
세종연구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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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안정
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비록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김위원장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에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변화를 향해 발을 담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
특히 변화의 흐름에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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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발전전략 전환 : 핵무력 완성을 계기로 경제건설로...
2017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
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7년에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이래 최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북한의 대외교역이 15% 감소되고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등 3개 핵심부문이 모두 위축되었다. 북한경제의 만성적
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실패, 이에 더하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 주요국의 독자제재결의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
이에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20일 제7기 3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와 그에 따른 결속을 선포했다.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이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된 지 5년만에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대신, 3차
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란 긴 이름의 의제가 채택
되었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과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노선 변화를 담은 것이다.
이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해서”
명칭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① 핵무기 병기화의 완수,
② 2018.4.21일부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및 핵시험장 폐기,
③ 핵실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 ④ 핵무기·핵기술 이전
금지, ⑤ 사회주의 경제에 총집중, ⑥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대화의 추진 등이다.
특히 3차 전원회의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 국가발전전략의 혁명적
전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경제 병진이든 국방-경제
병진이든 경제의 병진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핵과 국방분야의 건설을 앞세워
국방공업과 중공업 우선주의 노선을 유지해 왔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인민경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오로지 수령과 당으로 외화가 집중되는 수령경제와 당경제만 작동할
수 있었고, 또 무기 수출과 밀매를 통한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군수경제가 작동
되었을 뿐이다.110) 물론 군수경제로 벌어들인 외화는 수령경제의 돈줄이 된 것은
110) 북한경제는 수령경제를 제외하면 크게 제1경제인 내각경제(인민경제)와 제2경제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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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심지어 군부는 군부대로 각급 단위에서 일종의 무역회사를 만들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북한경제의 현실을 보면 어쩌면 경제난은 인민
경제의 난국이었을 뿐, 수령경제와 당경제, 군부경제까지 난국에 처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북한이 경제 우선의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핵무기 병기화’의 실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2017년 11월 신형 ICBM급 ‘화성-15형’ 발사 후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공격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능력 국가(nuclear capable country)에 근접하였다. 핵탄두의 폭발력 규모
또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다양화할 수 있고 자체 기술과
생산능력으로 핵무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은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
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4.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와 함께 북부 핵시험장(풍계리) 폐기를 선언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무력 완성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난의 심화는 당연한 것이다. 김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병기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체제 안전을 지키면서 필요時 협상을 통해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도를 높여가며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위원장이 느끼는 압박은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김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할 것을 천명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핵개발 중단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발전전략의 노선 변화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에서든,
아니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버티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든, 핵심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고 또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진정성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전략적 노선 변경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부터 문제는 어렵고
경제로 양분되어 있음.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문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
서, 여기에는 군수물자의 개발과 조달문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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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협상국면을 당사국들이 어떻게 끌어가서 모두가 원하는 협상의 적정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미북협상이 진도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이에 불만을 보이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역사상 처음 열린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국제
무대에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데뷔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 그 자리
에서 양국의 지도자가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열차 출발을
알린 것이다. 물론, 비핵화 여정이 험난하고 지루할 것임을 예상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협상 진척이 불만스럽다고 비핵화 열차에서 누구든 먼저 뛰어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뛰어내리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자칫 먼저 내렸다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공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또 추후 그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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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북한체제의 속성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체제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라면 굳이 체제 속성을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70
년에 걸쳐 국가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지구상에서 우리가 늘상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는 아니다.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우리식 사회주의’라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어렵다. 권력 장악으로 보면 일인 독재국가이지만,
형태가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만이 아니라 思想力 또한 철저히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절대주의 왕조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
(black hole)이다. 북한 스스로 발표한 자료와 통계뿐 아니라 외부세계가 추정한
통계 또한 발표되긴 하지만 그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내면을 정확히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그럼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
해온 기본적 속성이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오늘날 김정은체제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직은 유효해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체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111)
첫째, 북한은 ‘사상의 나라’이자 철저히 통제된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또한 통치이념으로 채택돼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자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들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정도 또한 매우 심화돼 있다. 가히 金씨 절대왕조라고 칭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
현대 북한의 모습이다.
둘째, 북한은 ‘긴장을 먹고사는 유기체’이다. 198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 사회
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45년에 걸친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탈냉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변종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었다. 특히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한
111) 이에 대해서는 拙稿, “김정일의 ‘경제 강성대국’ 마스터플랜,” 『신동아』 2000년 8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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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난과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지원 단절, 그런 가운데 체제전환과
붕괴를 촉진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정권과 체제 존속에 대한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렇다고 민주적 개혁과 시장경제적 개방의
길로 가기에는 金씨 절대왕조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에 북한의 선택은
핵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체제 해체과정에서 당시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선적으로 취했던 행동이 舊 蘇연방국가에 산재해 있던
핵·미사일과 핵기술을 폐기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이에 북한은 핵 개발
카드로 체제안전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로 대응하였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유발하여 공멸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잡아두는 것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는 길로 본 것이다.
셋째, 변화의 속도로 보면 북한은 ‘병약한 노인국가’이다. 이 말은 북한이 고령
국가라는 뜻이 아니다. 사실,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스스로 원하는 변화를 하고 싶은 뿐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김씨 정권이
강화되는 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변화에는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북한은 병든 노인의 몸처럼 순발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쩌면 겨우 자신의 몸을 근사하는 정도랄까. 고질적인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의
체력은 병약한 노인과 다를 바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변화를 실행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물론, 상식적
으로 보면 일인 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결정은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빠른 실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변화를 실행할 기본역량, 특히 재화와 기술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난에 문제해결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상태에 놓여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경제난 극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갖춰야 하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은 우선 국제사회의 당면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등장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북한 변화·발전의 체력을 만들 수 있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과
속도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성과 제도화가 돼
있는 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정책방향을 읽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은 정책결정을 하기에 앞서 대체로 사전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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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관영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와 각종 의전(儀典) 등을 통해서 암시하곤 한다. 북한이 일인 지배
체제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정당성과 지속성의 유지를 지침이든 최고인민회의 정령이든 법제화하는 수순을
밟는다. 물론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법제화 사이에 선후가 있을 수는 있다. 또
실행근거가 반드시 법제를 따른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제로 무시해서도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때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북한은 연출이 가능한 사회이다. 연출은 절대권력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연출을 위해서는 언제든 대규모 동원이 가능하고 각본에 따른 통제
또한 가능하다. 최고지도자가 물리적 폭력수단과 재원 및 언론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그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이
보여준 현실이 연출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현실을 수용하되, 끊임없이 의심하며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속성들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요인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사상과 물리력을 독점한 김정은 절대권력과 리더쉽 및
이를 뒷받침하는 권력구조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외적 환경
이다. 문제는 김위원장이 직면한 외적 환경이 과연 자기 스스로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위원장이 외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으로 구심력이 작동하여 정권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외적 환경이 더욱 강력해서 김정은 정권 스스로 버텨내기
어려워진다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가 어려워지고 나아
가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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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 체제진화
1. 북한체제의 약화 조짐
어떤 사회든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환경과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나 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변화는 환경요인과 주도세력의
존재가 시·공간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북한체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① 수령
절대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 ② 경제난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
개방의 수준, ③ 북한의 對美·對中관계 설정 등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경제난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킨다.
물론 국가억압기구를 완벽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고 또 다층적 친위세력이 구축
돼있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난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
왕조체제와 일본 제국주의를 거쳐 사실상의 金씨 절대왕조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주민들에게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다. 이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反帝自主를 표방하더라도 현실은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기 어렵다. 북한의 턱없이 부족한
자립력과 지정학적 현실은 북한이 대외적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의 절대권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대외환경요인에 의한 원심력과 김정은 정권의
지배력에 의한 구심력 중 어떤 힘이 더 크게 작동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표적인 1인 개인독재 유형의 정권이다. 북한의 핵심적인 정책은 조선
노동당보다는 최고지도자에 의해 결정돼 왔다. 최고지도자는 당과 군대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舊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이질적이고
기형화된 속성을 갖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先代 김정일 정권의 先軍정치와
달리 先黨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人治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쉽과

- 77 -

이를 뒷받침하는 수령유일체제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북한의 대외적 폐쇄성이 한층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주목
된다. 또한 김위원장이 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난을 시급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북한이 대외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며,
또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체제의 지속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아직은 사상력과 국가폭압기구를 철저히 장악하고 있지만,
인민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정권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처럼 자립능력이 부족한 데다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비록 오랫동안 대북제재를
받아왔고 또 폐쇄에 익숙한 북한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생존과 국가의 존속을
원한다면 대외환경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부적 저항을 국가권력으로 완벽히 통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속
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북한체체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및 대북제재 완화·
해제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경제발전에 직결되고
이것이 다시 체제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비핵화에 적극 나서고 그에 따라 대북제재가 약화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시장경제적
개방으로 간다는 약속을 해야 국제자본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방할 경우 김정은 절대권력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등장한다. 개방이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제한적 개방을 한다고 해도 외래사조의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개방으로 인해 인민들에게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외부세계)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곧, 인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심 이반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강화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을 때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대중전략의 카드로 사용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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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 케네디 행정부가 소련을 압박하여
해결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까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여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거의 유일한 돌파구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의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은 북한경제를 중국보다 발전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생존할 만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
도를 높여 중국의 영향권에 묶어두려 한다. 중국이란 이빨은 북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춥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중북관계를 규정한다. 특히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중국과 전혀 다른 체제의 나라가
되는 것을 꺼린다. 북한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된다는
의미와 통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굴복하거나 더 나아가 우호적인
대미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북한경제는 개선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약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폐쇄와 고립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경제난
해결과 체제 안전을 중국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물론 고질적인 경제난이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당·정·군에 대한 수령의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하여 반체제·반김정은 활동은 철저히 제압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강화 가능성은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건설 우선으로 국가발전전략 노선을 변경하고자
한 이상,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보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 중국이 미·중 경제전쟁에 발목잡혀 있고 중국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대북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기는 어렵다.
설령 미북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행보를 거둬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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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김위원장 스스로 수령의 무오류성을 훼손
하였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수령절대주의 체제에 대한
타격과 함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전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김정은 정권의 약화를 더욱 재촉할 수 있다.
수령절대주의의 약화는 1차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약화 또는 무정부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정권교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령절대주의 체제에서 2인자 권력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의
약화는 북한 내부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대규모 탈북사태를 초래
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체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지금 김정은 정권이 처한 상황은 체제 강화보다는 체제 약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체제 진화를 선택할 좋은 기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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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진화의 가능성
가. 정권진화
체제진화를 위해서는 정치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진화에 비해 체제진화는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이다. 체제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용법도 다양하다. 체제는
어떤 사회를 규정하고 정통화하는 가치, 규범, 제도의 총체다. 체제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정치진화는 권력의 분점화가
핵심이다. 독재자나 특정 조직 또는 기구가 권력을 독점하면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치진화는 급진적·폭력적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
수령절대주의 체제인 북한은 사실상 김정은 1인 독재권력이다. 당·정·군·인민은
수령을 위해 존재한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수령에 대한 충성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장한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부여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진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김정은 절대권력의 분점화가 정권진화의 시작이다. 곧, 북한에 있어 정치진화는
정권진화 그 자체다.
북한의 경우 체제진화을 위해 정권진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북한 정권진화의 핵심과제가 수령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수령제 변화는
수령의 1인독재체제를 약화시켜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상투쟁과 권력투쟁을 병행해야 가능하다. 그 경로는 대략, 수령제 비판 이론
준비 → 수령제 비판 선전전 전개 → 사상투쟁 전개 → 사상투쟁과 권력투쟁
병행 → 권력투쟁 확대 → 수령제 옹호파의 입지 축소 → 개혁파의 승리 수순
으로 진행된다. 결국, 북한 정치체제의 진화는 ① 수령독재와 우상화를 위한
제도를 폐기, ② 노동당을 전체 당원의 당으로 재건, ③ 헌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완성된다. 이것은 사실상 수령제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하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정권진화를 위해서는 리더쉽 교체 또는 지배연합세력의 교체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에서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나마 기대한다면, 폭압적이고 ‘공고한’ 독재체제로부터 제한적 수준이나마
경쟁이 가능한 ‘완화된’ 독재로 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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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진화는 크게 두 방향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1인 중심의 수령중심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형태인 ‘당-국가’ 중심체제로의 변화다. 다른
하나는, 선군정치의 先民·先經정치로의 변화다. 북한이 수령독재의 ‘공고한’
독재로부터 보다 ‘완화된’ 독재로 변화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적인 정권진화의
방향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 들어 당의 위상 제고와 함께 당 결정사항을 추진
하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무오류성의 수령중심체제 아래서는 당과
국가 기능의 작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경제건설을 우선시하는 先經정치의 조짐도 선명하게 보인다.
사실, 북한의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북한 붕괴론
또한 논리 비약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적당한 변화가 불가피
하다. 북한이 중국식 통치형태를 받아들이거나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통치형태를
수용한다면 수령체제의 진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1인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폭압수준이 낮으면서 당과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쿠바식으로의 변화도 바람직하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수령독재체제를 지탱해왔던 요인들, 예컨대 선군정치,
군부주도, 경제침체, 핵프로그램 고수, 남북경색, 폐쇄체제 등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북한이 선경정치, 당·내각 중심, 경제성장, 핵프로그램 타협, 남북협력,
개방체제 등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치구조와 대내·외 정책 등에 있어
진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김위원장의 절대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김위원장 스스로 이러한 정치진화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김위원장이 사상 우선의 수령독재체제를 포기
할 수 없다면,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 곧 ‘북한식’
개발독재체제로의 진화를 고려해 봄 직하다.
사실, 개발독재체제는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의 본질과 현실에 비춰볼 때
‘반동성’보다는 상대적 ‘진보성’을 함축하고 있다. 개발독재체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대중 참여를 배제하는 억압적 정치권력과
사회 지배세력 간 개발지배블록, △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경제개발 성과를 주요
정당성 원리로 삼는, 국가주의·민족주의적인 국민통합과 동원의 이념, △ 국민
경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 유도와 국가-시장-제도의 성장
지향적 협력, 선별적인 대외개방을 특성으로 하는 경제개발체제다.11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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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체제의 성공모델이 바로 한국의 박정희 모델이다.
현 시점에서 김위원장이 정권진화를 자발적으로 결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정권진화 결단을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그의 실리적·실용적 언행으로 보아 여지가 있을 것도 같다. 김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단초다. 김 위원장은
어렵사리 만든 이러한 이미지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김위원장 스스로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경제진화
수령제를 해체하지 않고도 경제진화는 가능하다. 수령의 절대권력이 경제
개발을 위해 제한된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북한을 비롯한 저발전국가들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한 저발전국가에게는 민주주의나 법치보다 경제성장을 추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이 더 중요하다. 1960~70년대의 한국이나 1978년 이래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은 강력한 법치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두나라 모두 법적
인프라 구축은 충분치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과 중국은 약탈적 정부라기보다는
강력한 발전국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령독재의 당·관료체제가 완벽히 구비돼
있다는 점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식’ 개발독재체제로 전환하기에 유리
하다. 북한의 개발독재체제로의 전환이 경제난을 해결하고 발전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경제진화의 핵심은 제도적 차원에서 크게 소유권 인정과 개방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체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의 소유권 문제를
혁신하며, 협동농장제를 폐지하고 개인·가족 영농의 전면 실시, 경제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도 등 내부 개혁이 중요하며,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진화 목적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올해 4월 김위원장이 핵-경제 병진을 경제건설로 노선을 변경한 새로운 국가
112)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극단의 시대를 넘어서,”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2003),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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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내놓은 것도 결국은 경제문제 해결의 절박성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노선의 변경만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경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김위원장이 방중時
경제특구를 방문한 것이나, 미북정상회담 당시 싱가폴 발전의 모습을 직접 보는
시간을 가진 것도,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기대
한 것도,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격적으로 나오고 또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결국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김위원장의 결단으로 평가된다.
김위원장이 경제건설을 원한다면 박정희 모델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 아니라
경제건설(economic construction)이다. 이 점은 박정희 시대와 비슷하다.
박정희 모델의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김위원장 또한 이 점을 놓쳐선 안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직접 챙기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직접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또 변화주도집단을 형성하고, 올바른 방향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경
제개발에 필요한 해외자본의 유치에도 적극 나섰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
또한 과감하게 개편하였다.
경제건설을 위해 북한은 다음 사항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113) 첫째, 총력
수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총력수출체제
구축하고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총력

가동하였다.

산업화 초기였던

1964~70년을 ‘수출제일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10억 달러의 수출과 연간 40%의
수출 증가율을 목표로 삼았다.114) 또 1973~80년을 ‘全산업의 수출화 시대’로
규정하고 100억 달러의 수출목표와 연간 40%의 수출 증가율을 제시했다.115)
그야말로 한국형 산업혁명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1인당 GNP 1,000달러에
의식주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또 중화학공업 국가가 되어 북한과의 경제전에서
완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 북한이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內需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시장에서 내수 규모는
113) 이 부분은 拙稿, “북한의 산업화 성공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역할,” 『여연시선』 vol.3
(서울: 여의도연구원, 2015)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발췌하고 보완한 것임.
114) 북한이 수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님.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1979~84년)에서
‘대외무역 발전’을, 1990년대 중반에는 ‘무역제일주의’를 경제적 모토로 내건 적이 있음.
115) 이 수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고가 해결되고 경제자립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여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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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잘 것 없다. 북한이 수출제일주의를 모토로 한 수출산업 육성을 경제노선으로
채택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일어나야 한다.
지금의 북한 경제상황이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가 완화한
다면 해외시장에의 접근성이 훨씬 유리하다. 북한은 거대한 구매력을 갖춘 중국·
일본·한국 시장으로 당장 진입할 수 있다. 또 북한의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하면
북한이 내세운 ‘단번도약’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
총력수출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공업입국 성공에는 ‘全산업의 수출화’라는 기본명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위원장은 스스로
경제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특히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산업과 수출기업에 집중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을 잠재우고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김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수적이다.
둘째, 변화주도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래 북한내부
권력지도의 상당한 개편이 진행되었다. 경제관료의 중용, 4~50대 소장파의 약진,
군에 대한 당의 우위 등 김위원장의 집권기반을 강화한 것은 북한경제의 진화를
위해 다행스럽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경제관료 출신 테크노크라트의 약진이다.
경제 테크노크라트 중용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바람직하다. 북한은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부류의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북한경제를 이끌고 갈
변화주도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개발을 담당
하고 주도할 엘리트 집단을 집중 육성하고, 역량이 탁월한 테크노크라트를 경제
사령부에 전진 배치하며, 산업전사의 창구로서 경제특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관료와 학자 및 차세대 인재들의 시야를 국제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통한 세계자본주의 시장
과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는 내부적으로 공급 기능과 능력이
취약하므로 국제화와의 연동이 불가피하다. 특히 소규모 경제는 경제개방이 세계
경제와의 교류통로이자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북한산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개발금융체제의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정 친화적 법제
정비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글로벌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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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위해 분주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내세울 게 거의 없다. 안보적 이유와는 별개로 북한의 경제행태
에서 이유를 찾자면 북한이 계약에 의한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헌법보다 노동당 강령이 상위에 있고 더 상위에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존재하는 북한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법적 질서, 상호 협상에 의한 합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북한
내부의 법제도 또한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넷째, 시장경제의 안착이 필요하다. 이미 시장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잡았다. 국가가 시장의 관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국가가 시장을 대체하여 주민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수록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풍선효과를 보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장화는 북한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와 통한다. 시장화에는 북한주민들이 경제주권을 갖고 소비
자로서 선택권을 확대해나간다는 ‘자율화’를 포함한다. 또 더 이상 불법적인
무역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화된 경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국제화’와도 연계된다.116)
북한은 시장화를 위해 초보적 수준이나마 소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행사가 가능
해야 한다. 자유가 보장되고 잉여물의 사적인 사용이 용인되어야 하고, 교환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 기업가 개인의 경쟁을 유발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센티브가 생산의 증가와 자본축적으로 연결되려면 교환의
장, 투자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 소유권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117) 그리고
북한경제에서 계획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확대는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시장을 출현시키고, 상호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로를 확대시킨다.
결국, 북한체제의 진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체제진화는
116) 임강택 외, “향후 5년 신정부의 남북경제권 구축방안,”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192.
117) 조동호, “북한 공진화 전략,” 『EAI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패널 보고서』, No.4 (서울: 동
아시아연구원, 201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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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제 권력의 분점화와 같은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시급히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현실을 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제건설의
절박성 때문에 수령독재가 오히려 유용할 수도 있다.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리주의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수령독재와 개발독재의 결합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발독재체제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것이 경제체제의
진화와 정치체제의 진화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진화로 이끄는 데
있어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미북협상의 진전과 이로부터 예상되는 미북관계의
변 가능성이다. 양국간 대화채널의 다변화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 충돌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대화와 협상이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질서와 북한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로부터 북한 또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 작동되는 정상국가 체제로 진화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 대미관계 진화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북한과 미국은 줄곧 적대관계를 존속해왔다. 냉전체제
에는 공산진영에 선 북한이기 때문에 자유진영인 미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한미동맹 또한 북한의 남침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다가 1990년
대 탈냉전기에는 공산주의 북한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핵을 중심으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북한의 핵능력과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관계 악화는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
회담이 싱가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하여 발표한 ‘공동성명’
(Joint Statement)은 4개 항으로 구성된 짧은 내용이지만, 그야말로 역사상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의 4개 합의사항 중 미군 전쟁포로와 전쟁 중 실종자
들의 유해 송환과 유해 수습은 부분적이나마 성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은 제대로 시작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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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셀프 폐쇄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첫째
항에 나와 있듯이 북한과 미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북·미 양국이 이러한 약속을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관계 수립이 실현되려면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짧은 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협상과정의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
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김위원장이 협상장을
먼저 박차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까닭은 북한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경제는
갈수록 주저앉고 있다. 중국 또한 마지못해 하면서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대북제재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미칠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를
위배할 경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제재를 두려워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고리로 북한뿐 아니라 한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 아래 둔 셈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긴 시간을 끌겠지만, 이는 장기간 대화가 지속되고 그 속
에서 양국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일단
중단된다.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협상은 상호 이익의 적정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진다. 이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대화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미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양국간에는 다양한 급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정보의 블랙홀 같은 북한 정보를 직접 수집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미간에 공조는 유지
하겠지만 미국은 과거에 비해 정직하면서 진정한 공조를 한국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양국관계의 불협
화음이 나타날 소지가 커진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갖는 동학(動學)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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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의미는 적대관계에 있는 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이 갖는 상징적 효과는 크다. 그러나 상징적 효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해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
주목할 점은 어쨌든 북한 비핵화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열차에
미국도 북한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 올라탔다는 것이다. 비핵화의 여정이 당연히
험난하고 지루하겠지만, 그럼에도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나라는 없다는 것
이다. 더구나 먼저 뛰어내리겠다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일단 비핵화
열차에 올라탄 이상, 이제 시간은 미국 편일 수밖에 없다.118)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이상, 미국은 김위원장이 예전으로
회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에 김위원장을 정상국가
지도자로 성공적으로 데뷔시켜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북한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며 미국에게 불만을 터뜨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저비용 고
효율의 전술적 배려(?)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국이 운전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 안에서 양국은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 하며 국익을 챙기려 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메시지다. 겉으로는 갈등이 재개된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북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았을 수 있다. 과거 냉전을 승리로 끝냈던 미국이기에, 그리고 지금
미·중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이기에 그렇다.
북한의 대미관계 진화는 시간문제일 것 같다. 북한은 ICBM 발사장 해체, 핵
물질 이전 금지, IAEA 사찰 및 NPT 복귀 등에 우선 동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미국의 우려사항 해소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김위원장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과 부합한다.

118)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가 속도조절론을 내놓은 데 이어 12.14일
트럼프 대통령 또한 “서두를 것이 없다”며 내년 1~2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압박을 위해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 89 -

Ⅶ. 끝맺음 말

21세기 미·중 패권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승부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이기기 힘든 싸움을 시작한 것 같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두개의 패권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립은
한쪽이 확실히 무릎을 꿇어야 끝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세계 패권전쟁의 성격은 오늘날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엘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 동안 기존 지배세력과 신흥세력이 충돌한 16개 사례 중 12개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119)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독일의 패배로 끝났고, 제2차 세계대전는 영국·프랑스·소련에
도전한 독일과 일본의 패배로 끝났다. 양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승리에는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패권은 자유진영의 미국과
공산진영의 소련으로 넘어왔다. 이후 근 45년간 미·소 양강의 냉전체제가 지속
되었다. 냉전기 동안 세계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치열했다. 그러나
양국은 직접 부딪치는 열전(hot war)은 피하면서 냉전(cold war)을 지속하다가
마침내 소련 공산진영의 붕괴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의 승리로 냉전이 종식된다.
이후 미국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가 중국의
섣부른 패권 도전을 유혹한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경제전쟁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이 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도
아니다. 숱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의 패권 쇠락으로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시대는 멀지 않아 끝난다는 희망섞인 예측을 한 것이다.120)
세계는 미국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미국 또한 자신의 패권이 무너
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 틈을 타 과거 중국의 영광과 부흥을 재건하겠다는 중국몽
(中國夢)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조용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 미덕을 거둬들이고 “떨쳐일어나 할 일은 한다”는
119) 그레이엄 엘리슨(정혜윤 옮김),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7), p.363.
120) 가브리엘 콜코(지소철 옮김), 『제국의 몰락: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서울: 비아북,
2009); 토머스 프리드먼·마이클 만델바움(강정임 옮김), 『미국 쇠망론: 10년 후 미국,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21세기북스,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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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발유위(奮發有爲)를 표방하였다. 2009년 1월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다보스포럼
에서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일부 경제권의 부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장기간
지속된 낮은 저축률과 과소비로 규정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모델에 있다”121)
며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전략 기조를 유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 트럼프는 ‘중국때리기’로
무역전쟁에 올인하면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122)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결과부터 예상하면,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중국이 승리
하기 어렵다. 우선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또 세계 최고의 경제력
과 정치·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면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떨어졌고 갈수록 더 하방할 것이다. 경제통계의 분식을 일삼는 중국
당국 스스로 발표한 경제성장률로도 그렇다. 중국은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
중국경제의 펀드멘털은 사상누각이다. 장기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국경제의 지속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거대한 거품이 끼어 있고 빚으로 유지되는 경제일 뿐이다.123) 좀비기업, 부패의
온상이 된 국영기업, 곳곳에 생겨난 유령도시, 부동산 거품,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실업자 양산, 빈부격차 심화, 그림자 금융, 개혁에 대한 저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중국병이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병세가 위중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했다. 미국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패권전쟁이 그랬듯이 이 전쟁 또한 미·중 둘 중 하나가
항복해야 끝날 것이다. 무역전쟁부터 개시되었다. 시진핑은 12월 18일 개혁·개방
도입 4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의식한 듯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진행 중인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미·중 패권전쟁 또한 중단하자는 신호다. 중국은
전략적 후퇴라며 자존심을 세우는 명분을 내세우고 싶겠지만, 현실은 중국의
항복이다.
121) 최윤식,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서울: 지식노마드, 2018), p.59.
122) ‘인도-태평양’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인도·호주 등의 국제정치적 위상 증대로 중동과 아시
아 연결통로인 인도양의 해상교통로 역할을 부각한 것
123) 디니 맥마흔(유강은 옮김), 『빚의 만리장성』 (서울: 미지북스, 2018); 김기수, 『중국경제의
추락: 경제·정치 모순의 분출』 (성남: 세종연구소,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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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역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패권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수순은 환율전쟁이다. 이 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이 현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중 상당 규모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이 위안
화를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싶은 이유도 환율전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다.
환율전쟁 다음에는 금융전쟁이다. 금융전쟁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강제할
것이다. 이에 중국은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 금융개방은 소위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 금융개방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가 결정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경제전쟁만 있는 것도 아니다. 기술전쟁과 지적재산권
전쟁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미·중간 다방면의 전선이 지속될 것이고, 종국
적으로는 군사적 전쟁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중전쟁은 북한체제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북핵을 두고
미·중이 협력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민감하다.
중국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패권을 유일하게 저지할 수 가시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의 동맹이듯이 북한은 중국의 동맹이다. 그런데
중국과 형제국가인 북한은 고질적인 경제난에 빠져 있다. 북한이 자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과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망설인다. 중국이라고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
중국 또한 대북제재를 위반할 때 예상되는 미국의 對중국 제재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중국의 국익 순위에서 자국의 경제이익보다 북한이 우선한다면 대북지
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북한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대미전략을 생각하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다. 북한을 중국 편으로
잡아두어야 전략적 이익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 쪽으로 줄을 서면 중국으로서는
동해와 태평양 진출이 봉쇄된다. 또한 북한이 미국 영향권 속에서 개방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유일한 사회주의 체제로 남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 양강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기에 북한을 도운 것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소련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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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앞장서 지원하지 않았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이 명맥을
유지할 수준 정도로 북한을 지원할 뿐, 북한의 대폭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이 미국의 對중국 전략적 교두보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한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면 중국에게는 최선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북한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중국은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이긴 하지만, 북한의 발전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나가려
한다.
지금,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이(唯二)한
국가가 중국과 북한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북 양국이 미국의 체제전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한,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경제
발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 개방은 북한이 중국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지, 국제사회에 북한을 개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김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강권통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직접 북한을 두고 벌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중전략을
위해 북한이 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김위원장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도록 촉구한 무대로 볼 수 있다. 미·중이 북한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생존과 발전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제쳐
두고 남측에 생존을 의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다. 한국 또한
안보든 경제든 미·중 양측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일본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공조 속에서만 움직일 것이다.
최근 미·중 경제전쟁이 비핵화 협상과 불가피하게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지형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124) 북한체제의 변화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124) 유현정, “미중 간 무역분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 『INSS 전략보고
2018-12』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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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나아가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은 북한 내부를 정상국가로
변화시키는 선택, 곧 체제진화를 선택할 수 있다. 수령의 절대권력을 완화하는
권력분점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공고한’ 수령독재체제를 ‘완화된’ 개발독재
체제로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체제진화는 평화적 변화를 지향한다. 북한의 체제진화는 민주화와 개방화 투트랙
접근이 바람직하다. 물론 민주화는 북한의 거부와 반작용으로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고 북한 민주화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북한 현실로 보아 민주화는 신중하게 검토하되, 이보다 먼저 개방화를 통한 경제
진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의 체제진화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우호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정권진화와 경제진화(성장)
사이에는 선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선순환관계다. 정권진화가
경제진화를 이룰 수 있고, 경제진화가 정권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의 현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없이 정권진화도 경제진화도 어렵다.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같은 대외관계의 진화가 김위원장에게 체제진화를 강제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북한 체제진화의 관건은 경제문제의 해결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체제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북미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중국에 의존하여 고립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평화적인 체제진화는 불가능할 것
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난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민심이반의 발생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격하고 충격적인 체제전환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1980년대 동유럽과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체제진화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과 체제진화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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