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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들어중앙아시아지역의지정학적중요성, 풍부한자원보유등을배경으로중국을비

롯한주요강대국들이이지역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한편1990년대후반이후중국은자국

에 대한 위협론을 상당 정도 해소하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주변지역개입강화움직임에대해학계에서는중국위협론과중국기회론이라는두가지견

해가여전히 대립하다.

이러한학계의논의에주목해, 이연구는후진타오집권이후를중심으로외교․안보, 경제, 인문

분야에서추진되고있는중국의중앙아시아정책을고찰함으로써중국의대중앙아시아전략과접근

이이지역국가들에어떠한의미를지니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고있다. 이연구는중국의대중앙

아시아 전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분리주의 세력의 억제, 변경지역의안정 보장, 에너지와

자원의안정적인확보, 해외시장개척및이지역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등자국의이해관계를

실현하기위한것이지만, 중앙아시아국가와미국, 러시아등다른강대국들의이해관계도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하게추진되고 있음을밝히고 있다.

결국중국의중앙아시아개입노력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위협적이라기보다는이들국가들의대

외 정책 추진에서 하나의 기회로작용하고 있는 것으로평가할 수있다.

주제어: 위협론, 기회론, 중국,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2009년 10월 17일, 한양대 HIT 6층)에서 발표한 글
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신대 박상남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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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지정학적 중요성,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와 같은 점이 부각
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9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
을 논의한 데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 

한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도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가 우선 
중국의 주변국 정책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의 이 지역 내 협력과 경쟁 양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제정치 구도의 향방
을 가늠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중국 위협론을 상당 정도 
불식시키면서 지역 강국에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Shambaugh 2004/2005).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중국을 바라보
는 두 가지 시각 - ‘중국 위협론(Zero-sum perspective)’과 ‘중국 기회론
(Positive-sum perspective)’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Christensen(2006)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접근법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지역
경제와의 통합 움직임 그리고 국제적인 다자간 기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중앙아
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 기회론에 대한 평가, 곧 중국
의 성장과 주변국 개입 노력이 주변국들에 위협적인지 또는 기회로 작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1.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중앙아시아 접근 노력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재남
(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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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관련해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대중
앙아시아 전략, 미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의 전략 및 정책의 비교 등과 
같은 연구가 수행됐으며, 이는 중국의 대중아 전략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일
정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박상남, 2005; 이호령, 2006; 지재운, 2005). 그
런데 2001년 미국의 9 ․ 11 테러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들 국가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2 이에 
따라 서구 학계의 논의(Garver, 2005; Oresman, 2007; Zhao, 2007)를 포함
한 이들 기존 연구는 분석시기상의 문제로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돼 왔다. 이를테면,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대중아 경제 협력이나 안보협
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류동원(2004), 박병인(2005a; 2005b), 성동기(2007)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 김기정과 천자현(2009)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에너지 협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각 영역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충하는 관점에서 2001년 9 ․ 11 테
러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전반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위협론’과 ‘기회론’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중
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소중앙아시아 지역 곧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주로 다룰 것이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im(1998: 22-23)과 서진
영(2006: 64-65)이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국가의 대외정책은 해
당 국가의 대내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곧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2. 이 시기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령(2003)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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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어떻게 상호침투하고 상호작용해 국가의 전략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국내외 조건이 중국의 중앙아
시아 지역에 미치는 이해관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주요 강대
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강대국외교 정책을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관련국들의 정책의 영
향으로 외교․ 안보, 경제, 문화․교육 영역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어
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추진해온  
중앙아시아 정책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
향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의 특징과 그것이 갖는 정치
적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중국의 이해관계와 관련국들의 외교정책

1.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표명의 자제, 공식적인 자료와 관련 정보 수집의 어
려움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 전
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Zhao, 2007: 137). 그리고 
이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갖는 전략적 이해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신장(新彊)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과 국제 세력의 연대 차단이다. 중국
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주의 운동이 티베트, 대만, 내몽골의 독립운동을 자
극함으로써 중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장지역 위구르족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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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 세력 등과 연대해 서구의 지원 하에 독립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석유자원과 운송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
는 신장지역의 안정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중
국의 이 지역 개입(engagement)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武曉迪, 2006: 

196-202).

둘째, 중국은 변경 안정 문제에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
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래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과 이미 총연장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 문제에 상당 부분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변경 안정 문제는 중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변경
지역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후방이라 할 중앙아
시아의 ‘경영’과 ‘건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변경 지역의 안정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필요로 한
다(趙華勝, 2008: 57-59). 

셋째,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
서 중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배경으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석유
의 경우, 중국은 1993년 순수입국이 됐고,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대 수
입국이다. 게다가 중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석유는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이 
운송로는 유사시 미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선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다(方
奕賢, 2008: 56). 

넷째, 서부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은 중국의 중요한 목표이다. 중국의 변경지역은 주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분리주의 운동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은 신장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시장 개척과 이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武曉迪, 200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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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은 탈냉전의 전략적 환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화하
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발판으로 자신
의 초강대국화를 저지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조
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류
궈리, 2009: 100-103).

2. 주요 강대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9 ․ 11테러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2002년 9월 채택된 '신안보전
략'에 기반하고 있고,3 이는 구체적으로 안보(특히 반테러, 마약 밀거래 확산 
방지), 에너지 확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촉진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
(Wishnick, 2009: 5).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송라인의 다양화를 추
진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특히 러
시아의 수송라인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온 이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다(Rumer, 2007: 31-36; 

Wishnick, 2009: 5-15).4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유일패권에 도전하고 다극화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유지 및 강화,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05년 이후 ‘대중아전략(大中亞戰略)’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5 이 전략에 따라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에너지나 경제 영역에서 
남아시아 지역과 연계,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 지

3. 2002년 발표된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대해서는 Bush(2002) 참조.

4. 1992~2010년 기간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Nichol(2009: 37) 참조.

5. ‘대중아전략'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Frederick S.

Starr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Star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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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급격한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라는 미국의 기존 전략이 이 지역 국가들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와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강화 움직임
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된다(Iazmuradov, 2006).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시절의 통치지역에 대한 우세적 지위의 회복,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1992년 안보
협력을 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2000년 경제통합을 위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구성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정치, 군사, 경제적인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Trenin, 2007: 81-98; 

Buszynski, 2005: 546–565).7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
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과 같은 이른바 ‘색깔
혁명’과 이에 따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정치체제 전환과 친서방화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중앙아시아 개입에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鄭羽主
編, 2007: 155).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이를테면,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중국과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경제적 교류)로 이 지역 내 러시아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자신
들의 영향력을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은 결
국 중국의 중앙아시아 개입을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견제하려
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Trenin, 2007: 81-98).

6. 이에 대한 주요 미국 관료들의 발언으로는 Rice(2005)와 Boucher(2006: 1-9)를 참조.

7.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노력과 그 결
과에 대한 논의로는 Gayoso(2009: 233-25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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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강대국 외교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낙후와 취약한 안보 능력이라는 문
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소연방 해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독립한 이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당 기간 경기 침체 상태에 있었
으며, 카자흐스탄 등 일부 에너지 생산국의 경우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뤘음
에도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전반이 낙후한 상태에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득세 등과 맞물려 다양한 전통․비전통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족․종교 분쟁,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 밀거래, 난민, 빈곤, 환경파
괴와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 상존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들 국가들에 
인프라 건설과 경제재건, 다양한 안보 위협의 해소를 위해 외부 지원 확보와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있다(이재영․ 박상남, 2007: 35; 趙華
勝, 2008: 205-206; Tookey, 2007: 191-208).

그러나 동시에 이들 국가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의 
유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CIS) 4개국이 참여하는 ‘통일 경제 공간(UES)’ 회의에서 2005년 카자흐스
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UES의 목적은 현실의 국제 경제발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통합의 목
적은 순전히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협력과 대중 생활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
도 어떠한 경제통합도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자유, 독립과 완전성을 침해하
는 것에 반대하며, 어떠한 이데올로기 형태로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전략적 문제는 ‘낡은 
제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鄭羽主編, 2007: 284).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재건과 발전, 각종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특정 강대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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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
아 지역에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
하면서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浮上)에 대한 우려로 중국을 일정 
정도 견제하려 하고 있다(Rumer, 2006: 4). 한편 미국의 이 지역의 민주화
와 시장 경제화에 대한 강조는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 정권
들에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이는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과 러시
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孫壯志, 2005). 이러한 이
유로 독립 이후 최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은 ‘적극적 중립’ 정책을 고수해왔
고, 나머지 4개국은 자국 내 강대국의 진출을 허용하거나 이들 강대국과 쌍
무적 또는 다자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강대국에 대한 세력 균형 정책을 유지
하고 있다.8 이는 이들이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가입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그리고 집단안보
와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
서쉽(PfP)’에도 참여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9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정책
은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 중앙아시아 각국의 대외 전략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張磊 ․庫阿內什(2009)를 
참조.

9.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CSTO와 SCO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NATO의 PfP에는 
참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NATO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는 NATO Public

Diplomacy Divisio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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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이슈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1. 외교․ 안보 분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신생독립국가 출현과 
함께 국경선 및 변경지역 안정, 신장 내 분리주의 운동 차단, 에너지 및 경제
협력 등을 위해 쌍무 및 다자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2001년 6월 기존 ‘상하이 5개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설립됐다. 이
를 계기로 중국은 쌍무관계 및 SCO라는 다자간 틀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각
국과 경제, 안보, 문화 등 각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10

그러나 9 ․ 11 테러 이후 반테러에 대한 지지, 러시아와 중국 견제의 필요
성 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미국의 진출과 개입을 환영하면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노력은 일정한 타격을 받았다(劉豐華, 2007: 

69-70; 趙華勝, 2002). 이에 더해 중앙아시아 지역내 미군의 장기주둔 조짐
은 중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당초 중국은 9 ․ 11 이후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반테러 활동이 신장-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을 후원
하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분리 독립 운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활동을 일정 정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군의 장기 주둔 움직임과 함께 신장 지역 내 민감한 군
사시설이 미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등 중국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처하
게 됐다(박상남, 2005: 12-14).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반화(反
華)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테러 및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우선, 상하이협력기구의 틀에서 각국 지도자와

10.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류동원(2004: 132-134)과 박
병인(2005b: 511-53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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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를 통한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측 간의 상호 정치적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다(劉豐華, 2007: 70). 2002년 중국은 키르
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선린우호관계를 체결했다. 200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둘째, 중국은 기존의 변경 문제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해소시키기 위해 2002년 중국은 타지키
스탄과 변경보충협정을 맺고 2003년 9월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중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3개국과 총 연
장 3,300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11 셋째, 군사적 
지원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3월 중국 육군참모총장은 
중앙아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무료 군사기술 원조
를 3백만 달러로 확대할 것과 키르기스스탄에 1백16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에 1백만 달러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박상남, 2005: 14). 동시에 중국은 
2002년 10월 반테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지
역 내 국가(동시에 외국 군대)와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
고 2003년 8월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연합-2003’이라는 대규모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했다(李抒音, 2009: 7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2005년 3월 이른바 ‘튤립혁명’에 의한 키르기
스스탄의 정권 교체, 그리고 같은 해 5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 

사건-안디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정권의 강제 진
압’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다시 말해, 

이들 사건으로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중국의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에 대한 우려가 심화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孫壯志, 2005; 吳宏偉, 2005; 李小聖, 2006: 40). 

우선 중국은 러시아,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간 관계’ 자
료 참조. “中國同哈薩克斯坦的關系,” http://www.fmprc.gov.cn/chn/gxh/cgb/

zcgmzysx/yz/1206_11/1206x1/t6935.htm; “中國同烏茲別克斯坦的關系,” http://

www.fmprc.gov.cn/chn/pds/gjhdq/gj/yz/1206_34/sbgx/t7155.htm; “中國同吉爾吉斯

斯坦的關系,” http://www.fmprc.gov.cn/chn/gxh/cgb/zcgmzysx/yz/1206_13/1206x1/

t6961.htm; “中國同塔吉克斯坦的關系,” http://www.fmprc.gov.cn/chn/pds/gjhdq/

gj/yz/1206_29/sbgx/t7104.htm(검색일 201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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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그 동안 러시아가 제안해온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3개국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거부해온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 6월 이들 3개국의 외무장관은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열고, 반테러 전쟁,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접근 문제, 

중앙아시아 봉기에 대해 토론하고 일련의 합의를 이뤘다. 또 이 회담에서 3
개국은 에너지, 수송, 하이테크산업, 농업 등에 대한 의제 설정에 동의했다
(Blank, 2005; Sznajder, 2006: 101; 백준기, 2007: 121). 또 2005년 7월 상
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 등 회원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과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12 이 선언을 계기로 실제 우즈베키스탄 내 미군의 공군 기지는 같은 
해 폐쇄됐다. 한편 2005년 이래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2008년을 제외하고 
중-러간 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5년 SCO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으로 합동군사 훈련인 ‘평화사명-2005’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
는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이 참여하였다. 2007년 7월에는 ‘평화사명
-2007’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됐으며, 2009년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각
각 50% 비율로 구성된 2600명 규모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사명
-2009’가 중국 지린성(吉林省)에서 실시됐다(李宣良 ․ 王天德, 2009; 黎雲等, 

2009). 

둘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틀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훈련
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05년 중앙아시아 민주화 소요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SCO 회원국 지도자들은 같은 해 7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테
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협력․ 분쇄 구상’, ‘상하이협력기구 지역 반테러 
기구 대표 조례’를 비준했다. 이후 2006년 8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천산
(天山)-1호(2006)’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무기를 휴
대한 채 해외에서 외국 군대와 실시한 훈련이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타
지키스탄과 ‘협작(協作)-2006’을 실시하였다. 2007년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
에서 '이시크쿨-반테러-2007' 훈련이 실시됐다(李抒音, 2009: 80-81). 2007년 

12. “上海合作組織成員國元首宣言,”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7/05/

content_3179786.htm(검색일: 200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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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앞서 언급한 '평화사명-2007' 훈련에 SCO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4
개국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이 훈련에는 그 동안 참여를 꺼려온 우즈베키스
탄이 처음으로 훈련을 참관하는 형식으로 참여했다(趙常慶, 2008: 31). 그리
고 2010년 9월 ‘평화사명-2010’ 훈련이 SCO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吳佳俊, 2009: A15).

셋째,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쌍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곧 중국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단순수교의 외교관계를 2005년 
이후 격상시키는 정책을 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
국간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中烏友好合作夥伴關系條約’)를 맺었다. 같은 
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경제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에 관한 연합 성명(‘中哈戰略夥伴關系聯合聲明’)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임 대통령인 베르디무함메도프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에 합의했다. 그리고 2007년 중국은 다시 타지키스탄과 선린우호 
협력 조약(‘中塔睦鄰友好合作條約’)을 체결하였다.13

이밖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군사외교가 강화하는 가운데, 

2005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중국은 
250만 달러 규모의 이동용 관세용 검사 장비를 투르크메니스탄에 제공했다. 

같은 해 키르기스스탄은 24만 5천 달러 규모의 차량과 막사를 중국 인민무
장경찰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중국 국방부는 2007년 3월 키르기스스탄 내무
부에 32만 1천 달러 규모의 컴퓨터, 프린터, 진압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제
공했다. 같은 해 5월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에 범죄 탐측 장비 등을 제
공했다(Dumbaugh, 2008: 79).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군사적인 유대 강화의 움직임에도,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양국 사이에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를테
면, 러시아는 2007년 SCO의 ‘평화사명’ 훈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3. 각주 11)의 중국 외교부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간 관계’ 자료와 중국 외교부의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자료 참조. “中國同土庫曼斯坦的關系,” http://ww

w. fmprc.gov.cn/chn/pds/gjhdq/gj/yz/1206_32/sbgx/t7123.htm(검색일 2010년 1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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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항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일정 부
분 수용해, CSTO와 SCO 양측 비서간의 양해각서 서명에 동의함으로써 
CSTO-SCO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이 일정 정도 진전되는 조치를 취
하였다(Godehardt, 2009). 

 

2. 경제 분야

1) 경제지원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지원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외교․안보 분야와 같이 시기별 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호협력 증진과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대중아 경제지원이 2000

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4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정부차관 제공에 대한 협정을 각각 체결한 이래, 2000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1억 위안 규모의 우혜 차관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
다. 2001~2002년 사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500만 위안과 1,500만 규모의 
무상원조를 결정했으며, 2003년에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2,500만 위안의 무
상원조를 실시했다.14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원조는 정부 무상 재정 원조, 무이자 대출, 대외
원조 우혜 대출(대외원조 대출지급, 대외원조 합자․학자 프로젝트 기금 등), 

우혜 수출 신용대출(판매측 신용대출, 구매측 신용대출)과 같이 네 가지 형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6년 말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주요 경
제원조 내용을 보면, 우선 우혜 수출 구입측 신용대출 규모는 15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대한 9억 달러의 대출과 우즈베
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비용 그리고 3억 달러의 투르크메니
스탄 에너지 설비 자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대외원조 대출지급의 규모는 

14. 각주 13)의 중국 외교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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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위안이다. 셋째, 무이자 대출의 경우 그 총금액은 총 12억 위안이다. 넷
째, 정부 무상 재정 원조는 외교부, 상무부, 공안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각각 중앙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鄭
羽主編, 2007: 192-293). 

이밖에 중국은 2008년 키르기스스탄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극복을 돕
기 위해 5천만 위안을 원조하는 한편, 도로 건설비용으로 7,500만 위안의 차
관을 제공했다(趙會榮, 2009). 또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찌린부르크 정상
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SCO 회원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胡
錦濤, 2009). 이에 더해 2009년 9월 중국 상무부는 2010년도부터 저개발 국
가에서 생산한 95%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翁
陽, 2009). 2009년 말 현재 구체적인 지원 대상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
운데,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낙후를 고려할 때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15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최근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大國)’ 이념과도 일맥상통하
고 있다.16

2) 경제협력
(1) 투자 부문
200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4년 7천만 달러 수준(스톡 기
준)에 그쳤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2005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해 3
억 2,527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2007년에
는 2005년 수준의 2.5배가 넘는 8억 8,091만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19억 

15. 2009년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소득(GNI)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카자흐스탄 
6140달러, 투르크메니스탄 2840 달러, 우즈베키스탄 910달러, 타지키스탄 740달러,

키르기스스탄 600달러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중등국가 수준(3111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World Bank 2008).

16. ‘책임 있는 강대국' 이념의 내용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李小華(2008: 269-27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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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3~2008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스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합계

19.71 
3.27 
15.79 
5.12 
0.20 
44.09 

24.78 
4.23 
19.26 
21.54 
0.20 
70.01 

245.24 
11.98 
45.06 
22.79 
0.20 

325.27 

276.24 
14.97 
124.76 
30.28 
0.16 

446.41 

609.93 
30.82 
139.75 
98.99 
1.42 

880.91 

1402.30 
77.64 
146.81 
227.17 
88.13 

1942.05 

자료: 商務部 ․國家統計局 ․外匯管理局. 2009.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자료. pp. 73-78.

4,205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2008년 현재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
자 규모는 2003년의 44배 이상에 달하게 됐다(商務部 ․ 國家統計局 ․ 外匯管
理局, 2009: 73-78)(<표 1> 참조).

한편,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경제기술 투자(프로젝트 수주, 노
무 협력, 설계 컨설팅)도 크게 늘고 있다.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鑑) 

(2001~2009年版) 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직접 계산한 데 따르면, 경제기술 
투자협력 규모는 1999년에는 0.43억, 2000년에는 0.94억 달러 수준에 그쳤
다. 그런데 SCO 출범을 계기로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2001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9 ․ 11테러와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 이후인 2002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 2003년과 2004년 각각 4.53억 달러와 3.5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이 분야의 협력이 다시 크게 늘면서, 2005년 6.44억, 

2006년 8.11억, 2007년 15.61억 달러, 2008년 20.76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
다.17

현재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두 가지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는 
이 지역 국가들이 설비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분야와 같은 기초시설 분야다. 둘째는 자원 개발 분야로, 이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은 투자를 조건으로 중국이 사업 프로젝트나 관련 시장을 획득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鄭羽主編, 2007: 195). 이러한 투자에는 카자흐
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수송라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

17. 관련 통계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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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탄의 철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로, 교량, 수력 발전 사업 투
자가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이 지역 안정화를 촉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정부
의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 이들 분야는 위험부담이 커 서구 기업은 참여
를 꺼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Dumbaugh, 2008: 72).

(2) 제도 부문
중국은 또한 중앙아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

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06년 무역장벽 해소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지원할 뜻이 있음을 
표명했다.18 경제범죄 해소를 위해서는 2005년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해 돈
세탁 금지에 관한 회원국간 협력에 나섰다. 동시에 중국-카자흐스탄, 중국-우
즈베키스탄간 사이에서는 협정이나 상호 교류와 같은 쌍무적인 방식으로 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中國人民銀行, 2005: 55). 이와 함께 중국은 상하이협력
기구를 활용해 관세, 검역, 투자, 전자상거래, 교통․운수,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영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거나 실제 운용하고 있다(劉華芹, 2009: 101-104).

이밖에 중국은 최근 신장(新彊) 지역을 거점으로 한 양측간 교역 활성화
를 위해 독자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07년 9월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신장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進一步促進新疆經濟社會發
展的若幹意見, 國發[2007]32號)’은 무역자유화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
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19  

투자와 제도 부문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협력 내용을 놓고 볼 때,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방식은 다른 주요 강대국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투자 영역에서는 러시아가 광산과 에너지 개발, 미국은 에너지 개

18. “財政部副部長李勇: 中國將推動中亞國家加入WTO,” http://www.china.com.cn/

economic/zhuanti/rswzn/txt/2006-10/23/content_7464900.htm(검색일: 2010. 1. 29).

19. 국무원의 이 ‘의견’에는 신장지역의 무역 인프라 개선, 중앙아시아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新疆自治區政府赴
中亞農產品市場考察團(2008)과 汪金生(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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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각각 집중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통
신 등의 건설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유
라시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세동맹 형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재정 원조와 유엔(UN)의 개발기구를 통한 협력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부지역과 남아시아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SCO를 주요 기제로 무역과 투자 편리성 증대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鄭羽主編, 2007: 286).  

 

3) 에너지 협력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 분

야에서도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 지역 국가와의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
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에너지 부문의 주요 협력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석유, 천연가스 분야의 협력을 합의한 
이후, 2001년 중국-카자흐스탄간 원유 수송관 건설 합의, 2002년 타지키스
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에너지 부분 협력 합의, 2004년 우즈베키스탄과 석유
천연가스 개발 협력 합의, 2005년 중국석유집단의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PK 인수, 2006년 중국전신집단공사(CITIC)의 카자흐스탄의 네이션스 에너
지(Nations Energy)의 인수합병,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합의, 2006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석유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수주, 2008년 투르키스탄과 천연가스 영역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등을 들 수 있다(常慶, 2005; 吳宏偉, 2007: 210; 吳宏偉, 2009).

이들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의 중앙아시
아 진출과 협력은 관련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2001년 SCO 출범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중국 
국유기업이 카자흐스탄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
의 진출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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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에너지 산업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외국자본 투자 유치와  에너지 수
출 및 수송로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유
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민귀식, 2009: 377-382). 

 

3. 문화․ 교육 분야

최근 중국이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강조하
고 가운데, 중국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과 양측
간 교류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중국과 중앙아시
아의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차이가 양측간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더해 이 지역 내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는 종종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갈등과 긴장을 조장
하고 있기도 하다(Pan, 2007). 둘째 이유는 미국의 진출과 함께 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중국은 미국 등 서구 문화의 
영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확대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에 정치 
제도와 이념의 차이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武曉迪, 

2006: 220). 실제 미국은 민주화, 시민사회 발전 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 지
역의 비정부조직이나 언론계이나 학계 인사, 정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각
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王正泉, 2006; 孫壯志, 

2005). 이러한 이유로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는 ‘문화, 교육, 과학기술, 여행, 언론매체 등의 영역에
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SCO 발전의 사회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胡錦濤, 

2004; 童師群, 2006). 

후진타오의 2004년 발언 이후, 교육․문화 분야(특히, 교육)에서 중국의 중
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은 쌍무적 또는 상하이협력기구 틀을 통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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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5년 7월 SCO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회원국간 인문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은 특별 자금을 조
성해 3년 이내에 다른 회원국의 관리 및 전문 분야 인력 1,500여 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胡錦濤, 2005). 2007년 8월 중국은 
SCO 회원국 출신의 재중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에 쌍
무적으로 협의된 것과 별도로 매년 각 회원국에 20개 분야에 100명의 장학
금 쿼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회원국의 청년학생 교류 활동
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우선 2008년 50여 명의 학생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언어 교류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 강사와 교재를 회원국에 
제공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胡錦濤, 2008: 323).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노력
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중국의 유수 대학들에서 
자국의 학생들이 수학(受學)하게 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Dumbaugh, 2008: 79). 

한편, 2004년 이후 중국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보
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자학원(孔子學院) 설
립에도 적극적이다. 이 공자학원은 2004년 카자흐스탄에 이 지역에서는 처음
으로 개설된 이래, 2009년 중반까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각각 2개, 

우즈베키스탄에 1개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楊恕, 2009: 145). 그리고 2009

년 9월 후진타오는 베르디무하메도프와의 회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자
학원 설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錢彤․潘雲召, 

2009). 

이밖에 SCO 회원국 사이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문화예술제는 2002년 SCO 회원국 합의에 기
초한 것으로, SCO 정상회담에 맞춰 열리고 있다. 2004년 SCO 연합 예술제
가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2005년 카자흐스
탄, 2006년 상하이, 2007년 키르기스스탄, 2008년 타지키스탄에서 각각 관
련 행사가 개최됐다. 문화예술제 이외에도 2004년 이후 SCO 회원국 사이에 
동화(童話), 연극, 문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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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張寧, 2009: 138-141).

 

IV. 중국의 중앙아시아 개입 노력: 절반의 성공

앞서 논의한 것처럼, 2000년대 특히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외교, 안
보, 경제, 인문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
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특히 중국이 투자 및 제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온 경제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
개국 사이의 교역 규모 추세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교역은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 출범 이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데 따르면, 1999년 13.3억 달러에 그쳤던 양측간 교역 
규모는 2002년 2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2005~2006년을 분기점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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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웹사이트 中國統計年鑑(1997~2009年版) 자료 이용, 필자 작성.

<그림 1> 1996~2008년 중국-중아아시아 5개국간 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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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다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하이
협력기구 설립을 전후로 교역 성장세를 비교해 보면, 1996~2000년 사이 교
역 증가율은 연평균 24.4%였으며, 2002~2008년 사이 교역 증가 속도는 이
전 시기의 2배가 넘는 연평균 54.2%에 이르고 있다.20

이와 같은 급속한 교역 규모의 확대로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래 이미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2>와 같이, 2001년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1개국의 5
대 교역국이었으나, 2006년에는 이에 더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5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劉華芹, 2009: 94). 또 같은 기간 이들 3개국에 미
치지는 못하지만, 중국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교역국의 위치
를 차지하게 됐다. 곧 2006년 수입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2대 
교역국, 투르크메니스탄의 7대 교역국이 됐다(趙華勝, 2008: 193-194, 200). 

중국이 그 동안 이 지역과 경제적 연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2007년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의 전체 대외 교역의 17.6%를 차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2007년 현재 전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외 교역 규모는 1113억 달러로, 중국은 이들 국가와 
196.9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다른 주요 강대국과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성장세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주목할만 한다. <그림 2>에서 확인

<표 2> 2001년, 2006년 중앙아시아 4개국의 5대 교역국(교역규모 순)
국 가 2001년 2006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독일, 우즈벡, 중국, 카자흐 러시아, 미국, 카자흐, 중국, 스웨덴, 우즈벡
타지키스탄 우즈벡,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 터키 네덜란드, 러시아, 터키,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 중국, 이란
자료: 刑廣程主編, 2009.上海合作組織發展報告(2009)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 94.

20. 중국 국가통계국 웹사이트의 中國統計年鑑(1998~2009年版)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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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 ․ 러 ․ 미 3국의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 비교

할 수 있는 것처럼, 2002년 미국과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 규모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양국의 교역 규모 격차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2002~2008년 사이 미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교역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
쳐, 양측간 교역은 2002년 13.4억 달러에서 2008년 35.2억 달러로 6년간 약 
2.6배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2년 23.9억 달러에서 2008년 308.2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와 같
은 증가세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교역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돼 왔다. 구체적으로 2002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 규모는 러시아(56.3억 달러)의 42% 수준에 머물
렀다. 2004년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는 각각 58.4억, 104.4

억 달러로, 중국은 러시아의 56% 수준으로 상승했고, 2006년 중국의 교역 
규모는 120.6억 달러로 러시아의 72%, 2007년에는 196.6억 달러로 러시아
의 89%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2008년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교역 규모는 
308.2억 달러에 이르면서, 268.1억 달러 수준에 그친 러시아를 앞섬으로써 
대중앙아시아 교역에서 양국간 위치가 역전됐다.21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이 정치․ 외교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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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2005년 7월 상하이 SCO 정상회담에
서 회원국들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키르기스스
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각각 미군의 자국내 기지 사용을 재허용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미군의 카르시-카나바드(Karshi- 

Khanabad, 약칭 ‘K2’) 공군 기지의 재사용을 허용했다. 또 키르기스스탄은 
표면적으로는 미군 기지를 폐쇄시켰으나, 미국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는 조
건으로 2009년 6월 ‘국제물류운송 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군 기지를 
존속시키기로 했다(羅山愛, 2009). 결국 러시아군과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 
그리고 이들 강대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군사훈련의 지속으로, 안보 영역
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부담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Shichor, 2008: 64-65).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미군기지 허용 조치는 중국의 경제력 성
장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다. 다시 말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자
국의 경제적 주권이 위협받고, 또 양측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22 이와 함께 2005년 안디잔 사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정책이 일정 정도 조정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곧 미국은 
2005년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급진적 민주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양측간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Iazmuradov, 2006). 이
에 더해 미국 등 서방국가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 경제, 교육 등의 분

21. 중국 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 웹사이트의 中國統計年鑑(2003~2009年版) 자료 
참조. 러시아 자료는 러시아 연방정부 통계 웹사이트 참조: http://www.gks.ru/bgd/

regl/b08_12/IssWWW.exe/stg/d02/26-06.htm; http://www.gks.ru/bgd/regl/b09_12/

IssWWW.exe/stg/d02/26-06.htm(검색일: 2009.10.30); 그리고 미국 자료는 http://

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4634.html (카자흐스탄); http://www.census.

gov/foreign-trade/balance/c4635.html (키르기스스탄), http://www.census.gov/

foreign-trade/balance/c4642.html (타지키스탄), http://www.census.gov/foreign-trade/

balance/c4643.html (투르크메니스탄),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

c4644.html (우즈베키스탄), (검색일: 2009년 10월 30일).

22. 중국의 경제력 확대와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는 Allen(2008), Dwivedi(2006: 155-156)와 Spechler(2009: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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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각종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미군의 자국내 기지 재사용을 허용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
고 있다.23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분리독
립 운동 세력의 억제, 변경지역의 안정 보장,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견제와 중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 안보 영역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와 정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장의 분리주의 운동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제한하려
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중앙아시아 지
역의 정치적 소요 이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영역에서 
2000년대 들어 각종 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적극 투자하
고 있다. 또 무역․통상 분야에서 양측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5년을 전
후해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
기 시작함으로써 소프트파워 강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입은 안보,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노력은 양측간 

23. 미국 등 서방의 중앙아시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umbaugh(2008: 82)와 
Nichol(2009: 3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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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규모의 급성장,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경제 영역에
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
신과 이들 국가의 세력균형 전략에 눈에 띄는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협력 확대를 통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 강화
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중앙아시아 접근 노력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러간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중․러․인도간의 전
략적 삼각관계 논의, 그리고 2007년 러시아의 CSTO-SCO 협력 강화에 대
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중국의 정책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
계 악화도 피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2002년 중공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된 ‘강대국 관계는 핵심이며, 

주변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개도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것(大國是關鍵, 周
邊是首要, 發展中國家是基礎)’이라는 가이드라인과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
서 논의된 ‘평화’와 ‘발전’ 공동 추구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王逸舟, 2008: 35-36; 阮宗澤, 2002: 57-58; 胡錦濤, 2007).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
대하려는 의도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미국이나 러시아의 이해관계
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
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 위협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
성에 기인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Goldstein, 2005: 102- 

135; 박홍서, 2008: 40), Friedberg(2000: 25) 등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를 위한 동맹
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중국의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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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노력은 이 지역 국가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의 삼
각 경쟁 구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력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중앙아시아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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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oreign Policy toward Central Asia in Hu's Era:
Zero-sum or positive-sum?

Sangku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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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academic and political interests in Central Asia has been more

increased than before because of the facts that its region has a geopolitical

importance and an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etroleum and natural

gas. With this trend, China as well as other power countries like the U. S. and Russia

has assertively and competingly engaged Central Asia.

In the mean time, although some scholars assert that China has gradually become

one of powers by successfully-reassuring its neighbors, there are still different and

contradictory evaluations in the academic circles, or zero-sum perspective and

positive-sum perspective about China's rising and its engagement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division of academic opinions, tries

to presen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 Central Asia.

That is, the article efforts to address whether China's engaging Central Asia is a

threat or opportunity for its countries. To solve this enigma, the article studies

China's policy toward Central Asia in the issues of security, economy, culture and

education especially in Hu Jintao's era. The study shows that China has participated

in the affairs of Central Asia with the careful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interests of Central Asia's countries as well as ones of other powers even if the

objective of China's engagement is definitely to satisfy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So, the article concludes that China's rising and engaging in Central Asia is an

opportunity instead of a threat for Central Asia's countries which push for balancing

powers between powerful countries.

Key Words: Zero-sum perspective, Positive-sum Perspective, China, Central

Asia,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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