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關係 15년의 평가와 전망*
-한․중 관계 발전의 기본구조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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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상호 교역액 1,300억 달러, 35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연 500만 명
에 달하는 인적 교류, 30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및 70차례에 걸친 외무장관 회담,
韓流와 漢流의 교차 등등, 한중 관계 15주년을 나타내는 성적표는 실로 화려하다. 수
교 15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이는 분명히 비약적인 발전이며 양국 관계의 미래
를 낙관적으로 보기에 충분한 수치다. 그러나 우리가 수교 당시 중국에 대해 품었던
각종 기대를 반추해 본다면 내용적으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눈에 띤다.1) 우선 경제
*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 jykang@hufs.ac.kr
1) 수교 당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배경 및 양국이 수교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 측 입장
은 萬方,《當前國際形勢與中國對外政策》(北京:中國國際問題硏究中心,1993), 한국의 입장은 이상옥,〈한중수
교와 양국관계 발전〉(서울: 대한민국 외무부),1992.10.21, Victor D. CHA, "Engaging China: the view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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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괄목한 만한 성장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정치, 외교, 안보분야의 상대적 답보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동안 전체적인 양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부 문제들은 미봉 내지는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2)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공과 이에 따른 국제지위의
상승 등이 중국에게 우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사고할 필요를 느낀
다. 중국과의 안정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 실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실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및 동아시아 질서 변화 속에
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및 역사 문화적인 유대
감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매우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 있어 중국은 단순
히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며 21세기 한국 경제의 유일한 출로라는 일반론적인 상
황 인식을 넘어서 기타 분야의 협력에도 전략적인 노력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요
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현재의 한 중관계가 매우 불안하고 위험스럽
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는 분명히

순항하고 있지만 보다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한중관계에서 추구해야하는 바
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적어도 어떠한 인식과 대비책
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
korea", Edited by Alastair Iain Johnston & Robert S.Ross, Engaging China,(New York:Routledge,1999)를
참조 할 것. 강준영, 〈한중관계의 쟁점〉, 《중국연구》 제28권,(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2001)에
서 재인용.
2) 양측이 논의를 꺼리는 한반도 통일문제나 탈북자 문제,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문제 등
이 좋은 예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의들이 한중 관계 발전의 지엽적 문제들로 일부 간주되어 시
의
적절한 연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연구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부상 에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동률,〈한중간 외교 안보 현안 :양국 관계의 주
요 요인을 중심으로〉, 《동아세아 신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서울:현대중국학회,2007), 《현대중국학
회 2007년도 한중학술회의 자료집》, 169-170쪽.
3)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려를 잘 설명한 논문으로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China's
Grand Strategy &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2005) Chap.4, "China's
Growing Power : Why the Worry?" 및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 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2002년 여름호)를 참고할 것. 중국은 항상 잠재적인 세계국가이며 동북아시아 역내의
지역 강국으로서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다양한 정체성(identity)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
적 이미지의 국가지만 지난 수년간의 한중 교류와 국제무대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와는 다른 국제
적 지위를 가지고 다양한 실질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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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관계 발전 구조의 이해

1) 중국의 국제 신질서 구상과 대 한반도 정책 기조
중국은 1989년 소련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야기된 냉전체제 종식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를 세계질서의 대전환시기로 노정하고 있다.4) 소위 ‘평화와 발전’의 시대로 규
정된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은 미국주도의 단일 극 체제를 탈피하려는 ‘다극화 외교’로
정의 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냉전종식 이후 국제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질서 재구축을 위한 국제적 역량들의 재편관계가 아주 복잡해
국지적인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단일 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국제 사회
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한다.5) 이에 따라 중국은
과거의 미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 중심의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의 모
든 국가와의 새로운 쌍무관계 수립 내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외교 무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진타오 지도부 출범 이후 강조되어온 ‘책임 대국론’부터
이번 17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 외교 정책 이념으로 제시된 소위 조화로운 세계(和諧
世界)‘ 천명은 모두 ‘중국 포위론’을 분쇄하는 정책으로 기능 할 수 있다.6)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서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 및 안보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지역이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기조는
4) 중국이 생각하는 다극화 체제에 대해서는 葉自成,《中國大戰略》,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240-252쪽을,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극 체제 논의의 논점은 William C. Wohlforth,"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24.on.1(Summer 1999) 5-41쪽을 참고할 것..
5) 중국은 다극화 체제 구성에 있어 이러한 국가들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중미 공존의 중국적 관점은 孫學峰, 〈中國對美政策的戰略效應(1989-2004)〉,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院 美國
硏究所,《中美戰略關係新論》(北京:時事出版社,2005), 325-328쪽, 미국의 관점은 劉建飛,〈美國對華戰略演變
趨向〉, 같은 책 111-123쪽 참고.
6)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나 위상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일체화
(integration)나 세계화 (globalization)추세가 서방화(westernization)나 ‘평화적 전환’(peaceful evolution)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兪正梁 等,《大國
戰略硏究》,(北京: 中共編譯出版社,1998), 338-339쪽. 중국 포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梁雲坍, 王朝文, 王杏
芳等, 《美國和平演變戰略》(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2)을 참고할 것. ‘조화 세계(和諧世界)론’에 대해서는
〈党的十七大报告，新时代的政治宣言〉, 《인민일보》2007년 10월 31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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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 및 안정 유지, 한반도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및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 그리고 6자 회담 과정에서 출현한 북한
안전에 대한 고려라는 4대 원칙을 대 한반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7)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무역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북한과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의 현 정세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유지
를 위한 일정한 지원이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8)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분명히 사회주의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은 북한의
배타성과 폐쇄성에 대해 일정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최근의 상황이 북한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 북한 제재에 대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이 오
히려 한반도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중국은 이미 조성된 한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사안별
정치 외교적인 교류에 노력하면서, 북한과도 북한의 체제위기나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의미의 균형적인 남북한 등거리 외교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9)

2) 한․미 동맹 구조와 남북한 관계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발전’ 과 ‘중국을 통한 대북 억지력 제고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국제신질서 구

7)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葉自成, 앞의 책 348-352쪽 참고.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 기조의 원칙이
현상 유지에 있으므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강행으로 인한 UN의 대북 제재에는 동의하였지만 군사
적 행동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42조 규정의 적용에는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6자 회담 과정에
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북한 안정 보장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8)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는 Taeho Kim, "A Testing Ground for China's Power, Prosperity and
Preferences : China's Post-Cold-Wa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Pacifica Review, vol.13 no.1
Feb 2001(Taylor & Francis Ltd), 31-40쪽 및 김재관,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 대북정
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5권 2호(2005) 131-163쪽을 참고 할 것.
9) 이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현재 최고의 국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Thomas G. Moore
and Dixia Yang, "Empowered and Restrained :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Age of Ecomomic
Interdependence," in David M. Lamp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California :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1), 205-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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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지속적인 중미갈등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
한 제약을 불러 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갈등구조 및 상이한 대
한반도 이익을 감안할 때 양국이 모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나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자칫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시각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따른다. 적어도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보의 축은 한미동
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한미 동맹이 이른바 동맹 구조
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동맹 구조의 운용에 상당한 균열
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0)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은 한국의 자주 외교 선언
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물론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일방주의 및 예외주의에 드라이브를 건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이
양국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들어 한미 관계가 일방적 수혜관계에서 벗어나 경쟁의 관
계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긴밀한 관계 설정이 가
능한 나라로 판단되는 중국도 현 시점에서는 동맹구조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
이 단순히 한반도만을 고려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
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 지위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다자간 안보대화나 협의체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
하면서 동북아 역내에서 대외 기반 구축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12)
한미 동맹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및 한계성으로 볼 때 남북
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주적 공간은 당연히 상당
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음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난 10월 4일에 발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둘러싼 미국의 해석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애석하게
도 남북한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13)
10) 최근 한미 동맹의 균열을 둘러싸고 한미동맹에 관해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 서적으
로 심지연,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백산서당,2004), 오승구,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5), 하영선,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서울: 동아시아연구원,2006)
을 참고할 것.
11) See James Mann, Rise of the Valcans : The History of Bush;s War Cabinet(New
York:Viking,2004),passim;and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79
No.1, 2000, .45-62쪽.
12) 조성렬,〈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의 구축 방향〉, 《한국 정전협정 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
축》,(서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2007) 2007-2 학술논문집,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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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한미 동맹을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재정립해
기존 안보 역량을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6자 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중미간의 동상이몽은 북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일임
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현상 유지 정책의 함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미일 신 안보 동맹’으로 야기된 중일간의 갈등 증폭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및 남북한 관계

개선 등의 문제에 있어 일정한 차등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화는 반드시
정확한 현실인식과 전략적 평가 그리고 중장기 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협력과 갈등 등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만이 우리의 문제를 보다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수교 이후 한․중 교류의 발전 현황
1992년 8월 한중 양국은 과거 40년의 반목을 청산하고 ‘선린 우호 관계’를 맺었으
며, 6년이 지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과 더불어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협
력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로 격상되었다.14) 이는 양국의 협력관계가 보다 확대 될 수 있
는 기틀을 제공했으며 양국의 교류도 분명히 과거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쌍방의 일차적 이익이 가장 맞아떨어진 부분이 바로
경제적 상호 보완 관계 측면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경제 교류의 활성화 양국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경제 교류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인적 왕래의 확산을 가져 왔으며 사
회 문화 방면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이어 한중 관계 발전의 최대 제약 요인인 ‘북한
13)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에버스타트·그리핀 기업연구소(AEI) 연구원과 프린스턴
대 에프리드버그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 칼럼에서 “10·4평양 선언 하의 한반도에서 한 가지 거의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종식”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 종식 이후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민해
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Toward an America-Free Korea’, Wall Street Journal, 2007.10.6.
14) 중국 외교부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은 대외 관계를 5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가 혈맹관계이며 둘
째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셋째가 동반자 관계이고 넷째가 선린 우호 협력 관계 , 마지막이 일반적인 수
교관계이다.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동반자 관계란 ‘서로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호혜평등의 원칙 아
래 이견의 처리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전면
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 외교부 홈 페이지 참조. http://www.fmprc.gov.cn/chn/3721.html (검
색일: 200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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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교류 활성화에 따라 제약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정치 외교 군사 분야로까지 교
류가 확대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1) 경제통상 분야
양국 간 교류에 있어 가장 활발한 성과를 이룩한 분야가 바로 경제통상 분야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 1 무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10년 양국의 교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

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상승하여
2005년 이미 20%를 넘어섰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도 2002-6년간 3.2배 증가하여 미
국의 2.1배, 일본의 2.2배 및 타이완의 2.3배 등 경쟁국들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화학공업제품, 섬유, 전자 및 기기, 철강, 금속 제품 등 공업
용 원 부자재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철강, 금속, 섬유, 전자기기 및 농
수산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경향은 양국 간에

‘산업 내 협력’이 증가하

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흑자에 따라 중국 측과의 통상 마찰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한국은 수교 첫해인 92년을 제외하고 대 중국 교역에 있어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가 양국 간 통상현안으로 대
두되어 있다.15)

15) 중국은 무역 역조의 원인이 한국의 TBT나 SPS 같은 차별적 수단을 통해 많은 비관세 장벽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黃勵 등,〈중국 경제 부흥의 7대 특징과 한중 경제 협력: 과제와 전망〉,
《현대중국학회 2007년도 한중학술회의 자료집》, 196쪽. 그러나 한국 수출품목을 분석해보면 현지 투자기
업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실질적 의미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
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중국의 부품 현지화 및 중국내 원부자재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향후 5년 안
에 무역 평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과 한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서울:한국무역협회,2006). 103-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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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한국 통계 기준
연 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교역액

수 출

수 입

64
91
117
165
199
237
184
226
313
315
412
570
793
1,006
1,186

27
52
62
91
114
136
119
137
185
182
238
351
498
619
695

37
39
55
74
85
101
65
89
128
133
174
219
296
386
486

중국 통계 기준
무역
수지
-11
12
7
17
28
35
55
48
57
49
64
132
202
233
209

교역액

수 출

수 입

51
82
117
170
200
240
213
250
345
359
441
632
901
1,120
1,344

24
29
44
67
75
91
63
78
113
125
155
201
278
351
446

26
54
73
103
125
149
150
172
232
234
286
431
623
769
898

무역
수지
-2
-25
-29
-36
-50
-57
-88
-94
-119
-109
-131
-230
-344
-418
-45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투자협력 분야를 보면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한 인건비 및 광대한 시장 등에
대한 투자요인에 따라 이미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표2>참조) 투자지역
도 기존의 동북 3성 지역이나 산동(山東) 청도(靑島)지역 집중에서 벗어나 상해(上海)
나 강소(江蘇)성, 절강(浙江)성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 동기 역시
저임 추구형 노동집약 산업에 초점을 맞춘 생산 거점형에서 중국 현지 내수 시장 개
척을 염두에 둔 시장 개척형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투자업종도 다양해져 92년 93.4%에 달하던 제조업 투자비중이 점차 떨어지면서 부
동산,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으로 투자업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러
나 중국 측 제도상의 투명성 결여 및 우리 진출 기업들의 영세성과 저임금 지향형 제
조업 편중 그리고 지역적 편중(동북 3성 44.8 %) 및 노무관리 미숙과 시장 개척 능력
부족 ,현대적 경영기법 등의 미비로 인하여 일부 업종은 경쟁력 하락으로 중국시장에
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16) 이처
16) 중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는 전년대비 17.3% 감소한데 이어 2006년도에도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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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
치정책 변화가 대 중국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표2> 한국의 해외투자와 대중국 투자
(단위: 건, 백만달러, %)

구 분

제1성장기

조정기

제2성장기

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한국 통계 기준
투자 현황
투자 비중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170
382
840
752
740
631
264
459
775
1050
1383
1677
2144
2242
2300
15909

141
264
636
842
930
743
696
366
713
646
1042
1745
2381
2781
3309
16981

34.2
55.4
56.5
56.4
50.3
47.4
42.9
41.9
37.2
48.7
55.5
59.8
56.9
51.0
44.8
47.7

11.6
20.9
27.6
27.1
20.8
20.2
14.5
11.0
14.0
12.5
27.7
42.0
39.1
41.4
30.8
24.4

중국 통계 기준
투자액

한국의
비중*

120
381
726
1047
1504
2228
1804
1280
1500
2155
2721
4496
6253
5168
3895
-

1.1
1.4
2.2
2.8
3.6
4.9
4.0
3.2
3.7
4.6
5.2
8.4
10.3
7.1
5.6
-

주: * 비중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입액 중 한국의 비중임

전체적으로 투자 지역은 초기에는 산동(山東)성 및 동북(東北) 3성에 집중되어 있었
으나 이와 같은 한중 경제 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대 중 무역으로 최소 3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한
다.17) 특히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던 2003-5년 시기
에 대중 무역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WTO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과 한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111쪽.
17) 정상은 등, 〈한중 경제 관계의 회고와 전망〉, CEO Information 618호, (서울:삼성경제연구원)
2007.8.2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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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로 우려되던 산업 공동화문제도 애초의 예상보다는 미
미한 수준으로 자난 15년의 한중 경제관계가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침투도(수입/생산*100)와 노동생산성간의 관계
로 공동화 여부를 파악하는데 컴퓨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확
실한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일부 진행 과정으로 판단되는 업종도 고도화 업종
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 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30%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중국 투자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생존 환경과 시장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
결국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교류가 이미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
고 중국이 이미 WTO 가입을 통해 국제 경제 체제의 확고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무역 역조나 반덤핑 제소, 제품 안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치․외교․안보 분야
경제 통상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반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
는 분야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이다. 이 분야는 당연히 중국의 대 북한 의식과 한국
이 갖고 있는 한미동맹 구조로 인하여 처음부터 획기적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분야
였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교류의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이 이미 30차례 이루어 졌는데 이는 수교 15년의 시
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92년 이후 한국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
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으며 중국의 강택민(江澤民) 국가주석, 후진타오 현 국가주
석도 방한 한 바 있다. 또 10여 차례에 걸쳐 총리 급 회담이 이루어 졌고 이미 70여
회에 걸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어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 측의 입장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던 군사 분야의 교류

18) 앞의 주, 5-6쪽.
19) 한중 교역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강두용, 〈한중교역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
향〉,《중국이슈리포트》 2007-18호 (2007.8.1), http://www.china.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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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0년대 후반 들어 물꼬가 트여 98년 8월 중국 측의 고위 군사 대표단의 방한을 시
작으로 99년 8월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중국 공식 방문과 2000년 1월 츠하오티엔(遲
浩田)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중국이 1961년 체결
한 ‘중․조(中․朝)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20) 에 따라 북한과는 적어도 군사적으
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한국과의 군사교류
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보다는 한국의 중요성이 북한
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한 중국 측 필
요성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 및 중국의 대
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북 관계는 냉전기 사회주의
적 동질성에 기초한 특수적이고 지원적인 관계에서 탈 냉전기 국가실익에 기초한 보
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북한 요
인은 이제 한중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역내 강대국과의 관계에
서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lerverage) 로서의
유용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즉, 한중간의 호혜적 발전 양상이 북한 요인만으로 훼
손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분야에는 두 가지 유의점이 눈
에 띤다. 우선 한국 측이 보이는 정치 외교 분야의 강력한 협력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보다 뒤쳐져 있다. 이는
경제 분야의 선도 작용에 의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진 점도 있지만 중국의 국력 신장
과 국제 지위 상승에 따른 국력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외형적 교류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0여 차례의 정
상 회담과 전통적 ‘북한 요인’ 속에서도 군사 교류까지 물꼬를 텃지만 상호 방문에 의
한 정상 회담은 일곱 차례에 불과하며, 군사 교류도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과 북한 문제의 공론화나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중국이 너무 민감하다는 한국 측
20) ‘중조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2조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무조건 개입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
며,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이동률, 앞의 글, 174쪽.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중
조 우호 조약’의 사문화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중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북한이 ‘사회주의의
변절자’로 비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기간에도 군사교류만은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일정한 수준의
무기 기술 교류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Taeho Kim, "Strategic Relations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 Growing Strains Amid Lingering Ties," in James R. Lilley and David Shambough, eds.,
China's Military Faces the Future(New York : M. E. Sharpe,1999), 295-3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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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간극 때문이기도 하다.

3) 기타 분야
94년 4월 우리가 대 중국 여행제한을 해제하고 동년 12월 양국 간 직항로를 개설한
이후 가장 폭발적인 교류의 증가세를 보인 분야가 인적 교류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통
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양국 간 인적 교류는 482.1만 명에 달한다. 현재 매주
779개 노선이 한국의 6개 도시에서 중국의 30개 도시로 운행되고 있으며 10여개의 해
운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류 증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수교 이후 2007년 5월 까지 56개의 양국 간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어 다
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규범화되고 있다.22) 또 수교와 더불어 대 교민 업무를 담
당하는 영사관도 93년 7월 상해 총영사관이, 94년 9월 청도(靑島) 총영사관이 개설되
었고 99년 7월에는 북한과의 치열한 외교 전 끝에 심양(瀋陽), 광주(廣州) 총영사관이
2001년 8월에, 2005년 2월에는 성도(成都)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중국은 93년 9월에
부산 총영사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양국에 공히 상대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
다. 90년대 초반 TV 드라마 및 대중음악 공연 등 대중문화의 진출로부터 시작된 한
류는 현재 중국에서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단계로까지 발전
하고 있으며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음식 등 상품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
도 「한국음식문화」,「패션문화」「애니콜」등 IT 문화, 자동차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한류 바람이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관광, 음식, 패션, 첨단산업 등 한국의
제 분야가 어우러져 한류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그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한국 내의 중국열인 한풍도 이미 미풍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한국 내 대학의
70% 에 달하는 128 개 대학에 중국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004 년의 경우 중
국어 능력시험인 한어수평고사 응시자 88,000 명 가운데 63% 인 55,000 여명이 한국
인이었다. 중국의 CCTV-4 는 2001 년에 이미 SKY-TV 를 통해 한국 내 방송을 시
작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소개되는 중국 작품들과 감독들이 한국의 영화 매니
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추세는 한중간의 교류가 점차 체계화되고 있고
제도화의 틀 속에서 기능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
22) http://www.koreaemb.org.cn/contents/politics/serv2-75.aspx?bm=2&sm=3&fm=6.(주중 한국대사관 홈페
이지, 검색일: 200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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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한중관계는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문제 이외에 많은 구
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23)

4. 한․중 관계의 미래와 관련 된 몇 가지 문제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어버린 중국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입장에서 향후 한 ․ 중
관계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
시 인식하는데 있다. 이는 즉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경
제적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중국의 부상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존할 것인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양국 경제 관계에도 그림자가 있다. 상호 보완적
인 측면보다는 상호 경쟁적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략 산
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추격은 실로 맹렬하며, 20%를 상회하는 대 중국
무역의존도, 줄어드는 흑자폭, 상존하는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중국정부의 정책 조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더 이
상 제조업 생산기지가 아닌 직접적 공략 대상으로서의 중국 시장 전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양국 간의 교류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주요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문제들은 대부분 기
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
도에서의 우위적 영향력 유지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하나 같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중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려는 노
력과 연구가 절실하다. 핵심은 앞에서 지적한 한․중 관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
외적인 문제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인 중국의 일련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

23) 전체적인 양호한 발전 추세 속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생각할 때 다음의 몇 가지를 현안으
로 들 수 있다. 우선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북핵 관련 6자 회담 문제, 그리고 재중 탈
북자 문제와 대만 문제를 들 수 있다. 군사․안보 분야로는 주한 미군 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있으며,
경제통상 분야에는 무역 역조 문제나 FTA 등 경제협력 문제가 있다.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
공정 문제 역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미래 한중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들 문제는 구조
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로 일부는 한중 양자 간의 협의로 합의도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역내 외교 전략
과 관련된 다층적 문제이다. 강준영, 〈한중관계 15년-그 발전의 빛과 그림자〉, 《월간 국제문제연구》
2007년 3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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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우선 중국 대외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여전히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유지에 있다.
중국은 괄목할 만한 국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세적 외교와 군사적 확장주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하면서 지역 안정 추구에 골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소위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는
신중한 행보가 대세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나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술적 타협을 하
고 있는데 서도 명확히 나타난다.24) 이는 즉 중국이 당분간 중 ․ 미 관계 틀 속에서
한반도 관련 문제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중미 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대중외교 역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
다.
둘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보이는 중국의 태도가 실제적으로는 매우 일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5) 2006년 중국은 분명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상처
를 입었다.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10월의 핵 실험까지 적어도 표면
적으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에게 배제 당했으며 핵 실험 시에는 ‘제 멋대로(悍然)’이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도마에 올랐고 중국 내에서도 대북관계의 재 설정문제까지 나오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의 고립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관련국들에게 주문하고 있으
며, 지속적인 경제 원조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 관계 변화를 나
타내는 여러 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갑작스런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에 대해 중국이 떠안
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26)
24) See John W. Garver, "China's U.S. Policies", Yong Deng & Fei-Ling Wang etd., China Rising :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Lanham: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Inc.,2005) 201-239쪽. 주한 미군 문제 같은 경우는 주둔 지역의 국민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말로 한미 양측
을 자극하지 않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李敦球,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한국 정전협정 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서울: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2007) 2007-2 학술논
문집, 158-159쪽.
25)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정책에 관해서는 강준영, 〈중미관계와 북핵문제〉,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핵 관련 라운드테이블 발제문(서울:외교안보연구원,2003.12) 참고.
26)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다자체제를 선호한다. 동북아 다자체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時殷弘,《國際政治
與國家方略》(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6), 243-246쪽 및 閻學通,《國際政治與中國》(北京:北京大學出版
社,2006), 14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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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이미 양국 간에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의 입장이
정상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되었지만 중국 측의 개선의지나 실효
적 조치들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측의 연구 결과는 사
실 여부를 떠나 우리 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이를 악의적
으로 이용, 대중 선동 등으로 연결하게 되면 양국 관계는 감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공정이 한중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
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의도에 대한 세밀한 연구 태도와 현실 인
식은 매우 긴요하다.27)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한 ․ 중간 FTA 문제이다. 한․ 중 양국은 작년 11월
‘한중FTA 민간 공동 연구'를 마쳤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한중 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대 중국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고 특히 농수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
라가 대 중국 접근 경쟁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므로 이 역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5년 12월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했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적극적으로 FTA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FTA의 체결을 경제 안보 및 자원 외교의 개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유무역
지대 효과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28)

27) 동북공정을 둘러싼 해석 및 대 한반도 영향에 관해서는 강준영,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반도〉, 《2006
경남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11) 및 〈동북공정 이후 전개된 중국내 담론 연구〉,《중국학연구회
제82차 정기 학술발표회 논문집》33-41쪽.
28) 중국의 FTA 전략은 크게 자원 확보와 경제적 효과의 동시 추진 유형과 외교안보와 경제적 효과 동시
추진 유형 그리고. 자원 확보, 외교안보, 경제적 효과 동시 추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내용은 강준
영․ 정환우,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분석 전략 목표별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 지역 연구》2007
년 가을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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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한․중 FTA 추진경과29)
연 도
2002년

내

용

• 중국, 한․중 FTA 공동연구제의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내에 TF팀 설치

2004년

• 한․중 정상회담에서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5년

•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6년

• 민간공동연구 종료(11월)
• 1년간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11월)

2007년

•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2008년

• 한․중 FTA 본격 협상 개시(전망)

5. 결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하여

수교 15년을 맞이하면서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과 그 성과는 실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발전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돌파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
고 있었으며, 시장 원리에 의해 비교적 규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 교류에 비해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고, 중국의 능력에 일부 의심이 제기되
기도 하였으나 6자회담을 통해서도 아직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음을 전 세계에 과
시하기도 하였다.
이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야 한
다. 이는 그 동안 우리가 중국을 안이 하게 보아온데 대한 반성이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중국을 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너도 나도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 많
은 중소기업들은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으며, 무력하게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의
일원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또 중국의 역사왜곡, 아니 역사 빼앗기를 앞에 두고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자조론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대 중국 전략 수립을 위한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국제 전략에 대한

29) 한중간 FTA 문제의 영향 관계를 를 잘 정리한 자료로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한중
FTA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외교안보연구원,2006.12.26).

韓·中 關係 15년의 평가와 전망（강준영) 205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세심하게 분석해내야만 한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전적인 한․ 중 관계를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
해서 아쉬운 쪽은 우리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우리의 희망을
중국 측에 얘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코 자신들의 영향력이 동북아에 국한된 역내 국
가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대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한 관계, 대일 관계나 전체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 관계를 수립하고 조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친중(親中)이니 친미(親美)니 하는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국과도 가깝고 중
국과도 가까워야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확한 분석
속에서 전략적 고려와 전술적 운용이 가능해 질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중국도 중화라는 가공의 민족으로 포장된 편협한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30)
진정한 대국으로서의 역할은 주변국과의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서 출발되
어야 함을 중국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0) 중국 민족주의의 외교적 성향에 대해서는 Peter Hays Gries,"Nationalism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Rising :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103-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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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中两国结束了长达40多年的敌对关系，1992年8月24日正式建立了外交关系。双方在
建交15年的短短的时间内，经济领域得到的发展足以另世人刮目相看，盡管体制明显不
同，在政治、外交、安全领域上至少表面上或数值上双方交流增进了不少,但我們總是覺得
政治、外交、安全领域還相对处于不平衡状态。
这种形势下，我们应该冷静反思韩中关系。因为，尤其是冷战结束后，世界及东亚形
势变化中经常涉及到浮出水面的中国，在考虑双边地理邻接性及曆史文化上的纽带关系以
及韓岛的统一问题上中国起到的作用等等，毋庸置疑，它将是长期的重要问题。这将超越
我们一般对中国的认识，即中国不单单是13亿人口的庞大的市场，还是21世纪韩国经济的
唯一出路，这种观点在其他领域的合作上同样需要战略性努力与理解。但从过去几年间韩
中交流与国际舞台上的活动来看，中国并非是一个简单的国家。与中国保持稳定的交流，
追求经济的实际利益和韓半岛的和平与稳定，在这样的角度了解怎样反映其实际关系是非
常重要的工作之一。
中国根据本国的立场建立了一个有用的对韩关系。例如，中国虽然支持朝鲜半岛的無
核化，但对北韓制裁方面,還强調北韓的安全保障問題。因此不要只关注中国的表面上的反
映，准确地了解中国的内情，这对韩国的发展起着重要的意义。从这一点来看，韩国应从
樂观的态度出发，在韩中协作方面不要采取有害本国主权的政策。另外，扬弃偏重于特定
领域内的政策，注重朝鲜统一方面的交流与合作，即国家战略上有组织的具体的对中关
系。中國方面也要揚棄偏狹的中華民族主義意識.

주제어 : 反思韩中关系, 中国作用, 战略性理解, 中華民族主義意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