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서울대 미중관계센터 발제문(2021.06.01) 

한중 외교관계의 진단과 대응
                                                                                    
                                              文興鎬(漢陽大 敎授)  

Ⅰ. 문제 제기                   
□ 한중외교 30년의 진단: 인식, 정책, 역량  
□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계가 무엇인가?
□ 한중관계의 미래상: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Ⅱ. 한중 외교관계의 진단
□ 상호 인식

- 인식의 비대칭성 심화
- 정치⸱외교⸱안보 갈등 ⇨ 전방위적 확산(민간, 비정치 분야로) 
- 국력 차이 + 전략 부재 + 관리 부실 + 역사 회귀 ⇨ 균형 상실

□ 대중 정책
- 대중외교의 30년 진화? 30년 정체? 
- 북한문제, 남북관계의 유혹과 함정
- 원칙⸱규범⸱가치의 동요 ⇨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국가 이미지 구축 실패  

□ 외교 역량 
- 대중 외교 인력 양성과 조직 역량 강화 미흡 
- 대중 외교역량의 ‘삼위일체’(전문화 + 현지화 + 국제화) 절실  
- ‘三無外交’(전문가, 경로 의존적 정책결정 과정, 지속 가능한 정책의 부재) 탈피
 

Ⅲ. 문제의 인지와 대응 
(1)인식 불균형과 갈등 관리
□ 한국인의 중국관과 중국인의 한국관

- 단편적, 시기적 오해와 불편함 ⇨ 부정적 인식, 갈등의 고착화 
- 일시적, 사안별 해소책이 아닌 지속적, 총체적 복원력 강구 필요
- 국력 차이, 중국의 책임으로만 방치 불가

□ 교육, 관광, 문화교류의 품질 관리 
- 유학생 정책의 재정비(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결부되어 악화일로, 반한 청년 양산의 모순)
- 관광부문의 고급화(싸구려 관광은 결국 싸구려 국가 이미지 초래)
- 한류의 재인식(확장성, 지속 가능성 진단과 개선)  

□ 역사 인식과 갈등
-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형 ⇨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확산중 
- 중국 지도부의 쇼비니즘적 역사 인식, 애국주의 역사 교육
- 한국 지도부의 사대주의적(아니면 개념 없는) 역사 인식과 무분별한 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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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중 정책의 총체적 정비⸱혁신
□ 수교 이후 역대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공통점 

-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한중관계의 격상된 표현 중시
- 국내정치를 고려한 과도한 정무적 판단(초정권적 전략 수립 저해)
- 5년 시효의 단기적, 파편적 정책 양산과 일관된 전략 목표 부재 
- 내실보다는 외형, 장기비전보다는 단기성과 집착 
- 정권 차원의 자기 희망적, 단기적 대중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 무시

□ 한반도 현안(북 핵 등)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환상 탈피  
- 시진핑의 한반도 인식(과거, 현재, 미래형): “the strategy of arbitrary balancing act”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분 인식(한민족의 통일염원 존중⸱지지?)
- 중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오판의 악순환 고리 단절 
- 대북정책의 핵심 가치는 ‘義’가 아니라 ‘利’(겉포장과 내용물 상이)

□ 외교안보 대화 기제의 재정비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역대 정부 협의 채널의 유명무실 원인 분석
- 4.3 샤먼 외무장관 회담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2+2 외교안보대화’, ‘한중 외교부       교류협

력 계획’ 실행 가능성과 효용성
- ‘한중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 조건

□ 미중 패권 경쟁기의 ‘한국형’ 이미지 구축
- 원칙⸱규범⸱가치 기반의 일관된 전략은 대중외교 성패의 관건   
- 현재적, 잠재적 외교 분쟁(THAAD, EEZ, KADIZ, 인권 등)의 협상력 제고 조건
- 의도적 회피 ⇨ 소극적 문제 제기 ⇨ 묵인 ⇨ 공인의 부정적 변화 차단
- 미중 패권경쟁 심화기 중국 혹은 미국 요인의 일방적 배제는 후유증 유발 불가피 
- 미중관계의 민감 현안(대만, 홍콩, 인권, QUAD, 기술⸱가치동맹 등)관련 정책의 입장 정리(사안별로 

잘게 쪼개 조합한 package deal?)
-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21.05.21)의 남중국해, 대만문제 입장 표명과 중국의 반응
- 치우타이산(邱太三)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 양안의 ‘건설적 모호성’ (constructive ambiguity)  

(3)대중 외교 역량의 정밀 진단과 역량 강화
□ 외교부 위상, 권한 강화 

- 청와대와 외교부의 역할 조정
- 외교부는 청와대의 중국식 ‘외사판공실’(상부의 주문⸱지시 단순 처리 기관?)
- 정부 부처 내 외교부 위상 강화  
- 한승주: 대중외교의 ‘三無一有’(사람⸱과정⸱정책 부재와 코드 인사)  시정 필요

□ 현지 인력 구성의 체계화, 역량 강화 
- 현지 외교인력(대사관+총영사관+KOTRA 등 공공기관의 준 외교인력) 정비, 역량 강화 
- 주중 고위 외교인사의 과도한 정치적 임명 지양
- 주중 대사의 전문화⸱현지화⸱국제화 능력 강화 
- 외무 관료의 중국 근무 기피 현상 개선
- 중국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의견 수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미중관계 프로그램: 한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가와 제언          2021.6.1. 

한중 경제관계의 진화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 (動因) 한중 경제관계의 동인(動因)은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적 위상변화를 반영하여 글로벌 가
치사슬 내 분업구조 형성 (한국주도, ~2010) → 중국의 G2 부상과 산업고도화 (중국주도, ~2018) 
→ 미중 갈등 및 선진국의 중국견제 (미국주도, 선진국 동참 2019~) 등으로 변화 

-  양자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관심은 호혜적 보완구조 형성(이른바 중국特需) → 경쟁적 성격 관
리(중국 peak) → 중국견제 국면에서 전략적·선별적 협력 필요성 제기 등으로 요약 가능 

□ (무역과 투자 피크)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2007(대중투자)~2014(대중수출)년 사이에 보완적 
협력 확대의 피크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안정적 관계가 지속  

- (투자 피크) 중국의 지속적인 비용상승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용절감형 투자가 급감하였으며(기
업수 감소 등) 주로 대기업의 중국 내수형 대규모 설비 투자 중심으로 투자구조가 변모 

- 한국 수출지향 비용절감 형 투자는 베트남 등 지역으로 급속하게 이전 

- (무역확대 피크) 14년 이후 대중수출 (및 대중수출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고 안정기로 진입, 중국
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관
계 우려 대두  

<그림> 대중수출액 및 증가율 <그림> 한국의 수출시장 중 비중 (미국가 중국)

<그림> 대중투자 동향 <그림> 중국 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신규법인수)



□ (정부간 협력 피크) 다만, 양국 정부간 협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 협력, 2014년 11월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2015년 3월 AIIB 참여 결정, 2015년 말 한중 FTA 발효 등의 주요 
계기들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2015년은 양자(정부)간 경제협력의 피크

- 정부간 경제협력의 피크를 통과한 2016년 7월 이후 전개된 이른바 사드 국면은 한중 경제관계
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평가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 정부간 협력 양상 : 협력체제구축(1990년대) → 협력 체계화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2000년대) → 글로

벌 협력과 양자간 협력구조 제도적 완성(2012~)             → 중국견제 국면에 따른 조정(2021년~)?  

□ (중국견제 시대 대응) 2018년 이후 미중 갈등 및 선진국의 중국견제가 시작됨에 따라, GVC의 
약화,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인식 변화 요구 

 * 중국 : 2010 G2, 2013 국가주도적 경제체제 공식화(중국특색 사회주의), 2020 미국, EU 체제대결 선언  

   한국 : G10 경제이자 동아시아 제조업 선진국 (가교국가 인식 --> 선도국가 인식)   

 

- (중국입장) 5G 협력의 유지, 반도체 수출 지속, 대중투자 지속,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아태 경
제협력 등 다양한 장에서 한국(및 선진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중경제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변화 (중시→약화→재중시, 일대일로 방향전환)  

- (과제) 트럼프 정부 시기의 일시적 딜레마(미중간 선택 및 positioning 문제)가 해소되었고, 한
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상황을 충분히 유의/활용하여, 

-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에 동참하면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지
속발전 및 자유무역/다자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 대두 

- (방향) 중국견제 동참이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국유기업, 산업보조금)에 대한 것임을 분명
히 하면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시장성장이 주는 기회(국내대순환→시장 블록화)를 지속활용해
야 함(not 패권 및 가치경쟁 공감). 

 * ex 한중 FTA 확대재협상(CPTPP형, 상호 test bed) → 한중일 FTA 동력으로 활용(일본 설득) → 미국의 

한국 CPTPP 가입에 대한지지 + 중국과 동반자 관계 유지 (중국 국가주도적 경제제체의 변화를 유도하

는 한국의 독자적 역할) 

   ex WTO 개혁 :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 규제 필요성 공감 → 개방적 복수국간 협정(EU 신통상전략) 

논의 참여 → 자유무역/다자체제/동아시아 네트워크 훼손 반대 입장은 견지 (내부 deal breaker 감수)

   ex 사드 트라우마 극복 필요 : 현상변경 및 보복국면, 피해는 제한적/현상변경은 확정, 재론 불필요 

   ex 한미정상회담 : “5G 공급처 다양성, 쿼드 포용성” →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유지에 기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2021.6.1)(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1. 평가: 기대에서 실망으로? 

1. 수교 당시 바람 

-한국: 北方外交의 성공 

      북방국가와 관계 개선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분위기 조성 

-중국: 改革開放의 성공 

      鄧小平, Business+Taiwan Question. “장사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좋다. 한국

과 대만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1985년 4월) 

      鄧小平, 有益無害論. “중국 입장에서 이익만 있고 해로운 건 없다. 경제적으

론 쌍방에 유리하고, 정치적으론 중국 통일에 유리하다” (1988년 5~9월) 

      錢其琛, 一石四鳥論. “대만 외교고립 심화, 한중 경제협력 강화, 북한의 끝없

는 원조요구 차단, 수퍼 301조 앞세운 미국의 무역압력에 대한 협상력 강화” 

2. 수교 이후: 多事多難 

-2000년 마늘분쟁, 2002년 월드컵 풍파, 2004년 동북공정, 2007년 문화원조 논쟁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사드 갈등 

3. 수교 서른 즈음에 

   -수교 당시 바람은 얼마나 이뤄졌나 

    한국: 아직도 중국의 대북 역할 평가하며 求愛 중 

    중국: 개혁개방 큰 성과 내며 맹렬한 기세로 미국 추격 중 

   -한중 수교 29년 현주소는? 

    사드 갈등 6년째 지속되며 상호 호감도 추락. 수교 이래 최악? 

   -수교 30년 넘어 미래 30년에 대한 고민은 있나 

    한국: 미래는 고사하고 30년전 수교 당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중국: 과거 “한국 배우자”에서 이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일부” 발언 나와 

 



♣2. 제언 

1. 흐름부터 읽자 

-수교 당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냉전체제 해체. 중소대립구도 해소. 북일 및 북미접촉 활발. 한소 수교 등 

-수교 서른 즈음 국제환경 변화는? 

 미중 경쟁 시대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혼자만의 바람에 빠지지 말자 

  2.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선택 

       -安美經中은 사치? 

       -미중 틈바구니에 낀 나라 75개국? 

       -고민: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미국 주도의 세상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知彼知己 百戰不殆인데 싫다고 외면만 하면 문제가 풀리나 

-1인 체제로 변한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필수 

-중국의 현재 모든 행동은 최고 지도자 1인의 야심과 직결 

-1인자의 야심은 뭔가 

-중국, 중국 공산당, 1인자 모두가 同義語인가 

-우리의 중국 다루기 1조는 “국내 의견 통일에서 시작해야” 

-Hongkong 대체할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