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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혈맹’ 관

계로 묶였다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포스트 냉전시기에 걸쳐 21세기에

들어, 지역적으로도 전(全)세계적으로도 각 대국의 세력 분배(分配)와 전

략구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G2’로의 부상, 미국 경제의 침

체, 한중일 삼국의 영토 분쟁, 한국의 중강국(Middle Power)으로의 부상,

북핵문제의 심화 등은 모두 고유한 한미 간의 ‘혈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상호인식을 제외하면 가장

연구할 만한 제3자의 입장은 바로 중국의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에 대

한 인식이다. 미국과의 국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변화에 영향을 준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FTA, 북한의 도발 행위 등과

같은 주요한 사건을 바탕으로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대표적인 학술

연구와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후진타오 시대의

한·미동맹을 보는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살펴볼 때 나라 사이의 연동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양호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양호한 남북관

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어: 한·미동맹,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중국 내 논의

학번: 2012-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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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군사적인 동맹관

계가 규정된 이후 50여년 간 한미관계는 흔히 ‘한·미동맹’이라고 부른

다.1) 중국 학계도 예외 없이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동

맹관계로 규정한다.2)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 정치세력의 교체에 따라

한·미동맹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해 왔다. 따라서 시기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도 다를 수밖에 없다.3) 이 다양한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과 미국 당사자들에게 제일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에게

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한미 군사동맹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북한이었지만, 북한과 동맹관

계에 있는 중국이 받는 영향 역시 적지 않았다. 냉전시대부터 북방 삼각

동맹(소련, 중국, 북한)과 남방 삼각동맹(미국, 일본, 남한) 사이의 다이나

믹한 관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 받는 영향이 중요한

점은 한국과 중국이 받아들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

이다.

한국에는 현재 미중관계나 한중관계가 모두 우호적이어야 지역의 평화

와 번영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4), 중국에서 한·미동맹의 주요

1) 박태균,『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파주: 창비, 2006), p. 22.

2) 각주 1)과 동일, p. 19.

3) 汪偉民,『美韓同盟再定義與東北亞安全』(上海: 上海 辭書出版社, 2013), pp.

6-55.

4) 정종욱, “동북아 안보와 한중협력”,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관계의

미래』(베이징: 현대중국학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2004),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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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제3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인식이 있다. 중국의 시각을 구체적

으로 보면 북한이 한·미동맹의 단기적인 표면적 대응 목표가 되나 궁극

적으로는 중국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억지력으로 작동

하면서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

동맹에 대한 억지력 또는 위협으로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미리 군사적 차원에서 전략적 대비하여

중국의 외교, 국방, 심지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궁

극적 목표라고 보는 것이다.5)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큰 딜레마이다.6)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의 인식을 분석할 때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대립의 대상이 아닌 평화적 관계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과거 중국 내 미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일동맹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많은 중국 학

자들이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로써 역사적 가치나 현실적 가치가 거의

없는 동맹으로 봤다.7) 하지만 수년 전부터 한국의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중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

5) 龔克瑜, “中國對美韓同盟的認識與新安全觀”,『東北亞學刊』，2012年第5期，p.

24.

6) 김재철, 『중국의 외교저냑과 국제질서』(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272.

7) 王帆, “美韓同盟及未來走向”,『外交學院學報』，2001年第2期，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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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8) 한미 양국 지도자의 교체, 북핵문제의 대두 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변화 및 강화가 중국 학자들이 주목한 주제들이다. 9)

특히 21세기에 들어 한·미·중 삼국의 상호관계는 이미 어느 한 나라

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

로 맞물려 있다.10)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행정부별로 이루어졌다. 정재호는『중국을 고민하다』라는

책에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동맹”이라는 장(章)을 통해 중국은 한국 건국 이후의 한·미동맹을 어떻

게 인식해왔나에 대해서 시기마다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을 검토하면서 이 시기의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

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었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던 중국의 속내

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재호는 또한 중국의 한·미동

맹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를 아래와 같은 주제별로 정리했다. 즉, 한·미동

맹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근원적 입장 차이, 중국을 적대하고 견제하는

한·미동맹의 동기, 한·미동맹 중심(重心)의 변화, 동맹으로부터 느슨한 연

맹(聯盟)관계로의 변화, 한미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불확

실성 등이다.11)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해서 정재호는 중국이 갖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잘 정리했다. 정재호 연구의 특징

을 개괄하면 시기별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중국전문가인 조영남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8) 정재호 편저,『중국을 고민하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15.

9) 龔克瑜, “中國對美韓同盟的認識與新安全觀”,『東北亞學刊』，2012年第5期，

p. 24.

10) 정종욱, “동북아 안보와 한중협력”,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관계의 미래』

(베이징: 현대중국학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2004), p. 34.

11) 정재호 편저,『중국을 고민하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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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논의를 별도로 연구했다. 조영남이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

치』라는 책 속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중국 정부

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주한미군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태도를 언급했

고12),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중국 외교부는 이명박

정부를 친미(親美)정부라고 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13) 하지만 조영남은

이 두 시기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에 대해 자세한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셴딩창(沈定昌)은 『한국외교와 미국

관계』라는 책 속에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관계 즉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정치적 및 통상적 각도에서 분석했고14), 왕에이민(汪偉民)은

『한·미동맹의 재정의(再定義)와 동북아안보』라는 책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 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15) 하지만 위에 언급한 중국 학자들의 논

저는 한·미동맹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측의 자료에 근거하

여 두 시기 한·미동맹에 관한 사건을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 외에 『현대국제관계(現代國際關係)』, 『당대아태(當代亞太)』，

『동북아논단（東北亞論壇）』，『국제논단（國際論壇）』,『세계경제와

정치논단（世界經濟與政治論壇）』등 학술집에 실려 있는 한·미동맹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면 주로 한미 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준 사건이 나타

난 후에 이 사건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대응까지 자세히

서술한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기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일어난 후에 “주한미군의 조정 및 그의 영향”16), “주한미

12)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파주: 나남, 2008), pp. 259-261.

13)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파주: 나남, 2009), pp. 219-221.

14) 셴딩창(沈定昌),『한국 외교와 미국 관계』(서울: 소학사, 2006), pp.

196-198, 218-221.

15) 汪偉民,『美韓同盟再定義與東北亞安全』(上海:上海辭書出版社, 2013), pp.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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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와 영향”17)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많았

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시기에 체결된 한미

FTA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한미 FTA가 중국의 대외무역에 주는 적극

적 및 부정적 영향 분석”18), “한미 FTA의 통상외교적 평가”19) 등과 같

은 논의들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정부의 친미적 변화와 미국

의 새로운 대 아시아 전략으로 인하여 중국 내 “미국의 ‘재균형’ 전략 – 
현실적 평가와 중국의 대응”20), “한·미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

응”21) 등을 주제로 다룬 논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도 모두 사

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학자들 중에 행정부별로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를 분석

하는 시각을 넘어서 사건과 같이 활용하여 연구를 한 학자도 있다.22)

16)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現代國際關係』，2003年第7期, pp.

7-12.

17) 李軍, “駐韓美軍‘戰略靈活性’的內涵及影響”，『現代國際關係』，2006年

第4期, pp. 50-54.

18) 張波, “美韓FTA對中國對外貿易的正負效應分析”, 『觀察家劄記』,

2007年第8期, pp.62-66.

19) 張麗娟, “美韓自由貿易協定的商務外交效應評價”,『國際貿易問題』，

2013年第6期, pp. 67-75.

20) 陳雅莉, “美國的‘再平衡’戰略: 現實評估和中國的應對”,『世界政治』，

2012年第11期, pp. 64-82.

21) 黃鳳志, 劉勃然, “美韓同盟強化與中國的戰略應對”, 『國際論壇』,

2013年第3期, pp. 28-34.

22) 김재철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라는 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전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한중관계의 증대가

한미관계를 이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에 큰 변화가 없다

고 밝혔다. 그리고 김재철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에 주목하면서 주한미군

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중국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부담

스러워 한다”라는 중국의 인식을 분석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김재철은 중

국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정치외교적 인식만 주목했고 노무현 정부 뒤에 이

명박 정부의 등장에 이어져 변화된 중국의 새 논의에 대한 분석은 미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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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재호와 조영남의 논문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한·미동맹에 대한 개별적 이슈들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이 바라보는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미동맹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중국 내에

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함의가 무엇인가를 밝히

고자 한다.

제3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내각 출범 이후부터 이명박 대통령 해임

전까지 중국 내의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 혹은 인식은 중국 정부의 최고 권력자와 외교

부 대변인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언론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중국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뇌 집단과 전문

가 및 학자들의 인식과 연구를 말한다. 즉, 중국 주요 대학교인 베이징

대학교(北京大學), 외교 학원(外交學院), 중국 정법대학교(中國政法大學),

복단대학교(復旦大學), 동제대학교(同濟大學) 등 명문대에서 한미관계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견해와 중국 주요 연구 기관인 중국사회과

학연구원,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등 싱크 탱크(think tank) 기구에서 연

구를 하는 학자의 연구에서 나오는 인식과 그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CNKI(中國知網)에서 찾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논문

을 대상으로 했다.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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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논의 소스의 다원성을 위해서 대중 매체로부터 얻은 자료도 참

고로 찾아보았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문,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의 발표, 중국 주요 신문 매체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방일보(解放

日報), 환구시보(環球時報), 신화망(新華網), Sina신문중심(新浪新聞中心)

등에 실린 한·미동맹에 관한 보도 역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위와 같은 자료 수집을 통해 보았을 때 학자들이 중국 내에서 보인

한·미동맹에 대한 반응은 다음의 두 시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가 많

이 쏟아진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때문이다. 미국이 2003년

부터 동맹국인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계획을 비롯해 미국의 새로운 아

시아 전략에 대한 추측 연구가 많았다. 중국의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주

한미군의 재배치로 말미암아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지,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상이 한·미동맹의 강화일지 혹은

약화일지, 이러한 변화가 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 또는 중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많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이 시기를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이유는 한미 FTA의 체결이다. 한

미 FTA는 미국이 동아시아 나라와 맺은 첫 번째 FTA로써 그 중요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중국의 무역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중국

의 수출시장에 손해까지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중국이 우려할 만한 협정

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시기에 한미 FTA가 양국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

하고 언제부터 발효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도 많은 논의를 초래하는 이

유가 되었다. 3년 뒤에 많은 협상과 협정에 대한 수정, 보충 끝에 이명박

시기에 한미 FTA가 양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2012년부터 정식 실시

하게 되었다. 한미 FTA의 실시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융합일 뿐만 아니

라 한중 FTA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계시를 주는 범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한미 FTA로부터의 영향을 적게 받고 한국과 미

국과의 무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한국이 한미 FTA로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에 어떤 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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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두 번째로 정치·외교

적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외교가 친미로 선회하

고, 한·미동맹이 노무현 정부 시기와 달리 대(對) 중국 견제역할을 강화

하는 시기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한

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하였고, 미국 오

바마 정부의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전략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 동맹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개 시기에 집중하여 중국 내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며, 이러한 반응 혹은 논의들은

시기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특징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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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노무현이 2003년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당시의

미국 부시 행정부와 새로운 한·미동맹 시대가 열렸다. 중국학자들은 이

시기의 한국정부는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성을 우위에 두고, 미국의 간섭과 압박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같은 제3자와의 연대를 중시한다고 평가했다.23)

제1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의 배경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대 테러전쟁을 전개하면서 기존

동맹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해외미군재배치전략(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에 따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과 제34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성”과 “한·미 동맹이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증진에 기여하는”24)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2004년에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23) 셴딩창(沈定昌)，『한국 외교와 미국 관계』(서울: 소학사, 2006), p. 196.

한국 학자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드러난 한미 간의 깊은 갈등과 이에 따른

동맹관계의 변화 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정재호

편저,『중국을 고민하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249.

24) “제34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공동성명”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

peID=24&boardid=11695&seqno=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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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협상은

냉전 이후부터 미국의 주도하에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시된 조정은 미국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 FOTA)”을 제시하게 되었던 2002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때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은 앞으로 양국이 정책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 나가는 데 주한 미군 재배치에 관한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 시스템이 된다고 한국은 미국과 같이 일치된

견해를 표명했다.25) 그 뒤에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의 기록에

따르면26) 2003년 4월, 제1차 FOTA를 통해 미국측이 한강이북 미군의

한강이남 이전의사를 표명했고, 2003년 10월까지 총 5 차례의 협상

회의를 통해 미2사단 재배치 추진 협의안을 합의하였다. 2003년 11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 주둔 미군재배치계획”

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주한 미군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이라크에 이동

배치하게 된다고27) 발표한 그 다음해, 총 6차례의 FOTA 협상 회의를

통해 유엔사/연합사를 포함한 전(全)용산기지 이전 및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미2사단 신중 재배치에 관한 수정안과 협의를 의결했다.28)

2005년부터 FOTA 대신 ‘한미안보정책구상’ (Security Policy Initiatives,

SPI) 회의가 이어져 출범되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에 관한 한미

25) 각주 24)와 동일.

26) “추진경과/현황”,

http://muro.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47932&siteId=muro

&menuUIType=top

27) “Statement on the Ongoing Review of the Overseas Force Posture”,

http://www.gpo.gov/fdsys/pkg/PPP-2003-book2/pdf/PPP-2003-book2-doc-pg1

631.pdf

28) 각주 2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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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의는 한미 SPI 회의의 틀과는 별도로 진행되었다.29)

이러한 과정을 걸쳐 아래와 같은 10대 임무의 이양<표1>과

주한미군의 감축<표2>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주한미군 10대 임무 이양과 감축 대상 부대30)

2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SPI와 별도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20

30) 허성필, “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단·중기 군사대비 방향”, 『국방정책연구』, 

2004년가을호,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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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한미군 3단계 철수 계획31)

1 단계 2 단계 3 단계

연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2008 년

철수 인원수 5,000 명 3,000 명 3,000 명 2,500 명

총 철수

인원수
12,500 명

제2절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인식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성격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여기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다.32)

31) “감축 주한美軍 3단계 철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

aid=0000087743

32) 한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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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이민은『한·미동맹의 재정의와 동북아 안보』라는 책에서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실현되었을 때 노무현 정부

의 고려에 대해 분석을 했다. 첫째, 한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

이견을 표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한국내의 반미 정서는 2004년 8월에 미

국이 한국 땅에서 1/3의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했던 날부터 한국의 반

미 정서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둘째, 결과부터 보면 이러한 재배치는 한국의 국익에 있어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150개 분야에 거쳐 110억 달러를 투자하

여 주한미군의 전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조정은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은 양보다 주한미군의 질을 더 중

요시한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대 테러전쟁 대비 전략을 위한 모든 노력

에 호응해야 한다고 왕에이민은 주장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대량사상

무기의 확산방지를 외교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전 지구적으로 군사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일어날 전쟁에 참전의 자주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평가했다.33)

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찾을 수 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조영남은 중국

이 특히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강화되어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정책

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다. 조영남, 『후진

타오 시대의 중국정치』(파주: 나남, 2008), p. 259.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의 봉쇄정책 

저지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개혁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목표로 추구한다. 조영

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파주: 나남, 2008), p. 228.  

33) 汪偉民, 『美韓同盟再定義與東北亞安全(修訂版)』(上海:上海辭書出版社,

2013), pp. 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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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주한 미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수정,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아직

앙금을 남겨 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군의 재배치에

있어서 한국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왕에이민이 미국은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한국을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반 면 한국은 북핵문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국익 및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사이에 밸런스를 찾고자 했지만,

그것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결론을 내렸다.34)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한국이 피동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왕에이민의 분석에 따라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한 제고는 주한미군 기능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득이

있다. 첫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교환 조건으로써 한국이

미국에게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받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의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

안보와 국제사무 등 영역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한국의 국제 지위의 상승에 관한 심리적 수요까지 만족시키기도

했다.35)

결국 중국의 부시행정부의 주한미군의 재배치 정책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무현 정부의

동아시아 균형자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강대국, 즉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나라와의 군사

대화와 군사 기술의 교류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에이민과

이신은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전통적인 한미 군사 동맹에

34) 각주 33)과 동일, pp. 238-240.

35) 汪偉民, 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進程與爭論”,『當代亞

太』, 2011年第2期，p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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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에서 새로운

관계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한국 내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설치된다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왕에이민과 이신의 분석을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장기간에 거쳐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차 추진하는 것이 낫고,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태도이다.36)

한·미동맹 기능의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안보를 위한 동맹부터 지역안보를 위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결성된 동맹으로부터 이제 양국의 공동적 전략 이익을

위한 전략 동맹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의 동맹으로서의

협력은 전통 군사영역부터 반-테러리즘(anti-terrorism)까지 포함된

비전통 안보영역으로 확대되었다.37)

양홍메이(陽紅梅)는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표명했다. 국내정치의 측면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참여도가 높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한국 청년 층의 호응에

따라 한국 국방과 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해야 했다. 국제정치의 측면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보유하는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중국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하게

36) 각주 35)와 동일, p. 112.

37) 각주 35)와 동일,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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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로부터 계속되어 온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또 다른

딜레마였다.38)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군사적으로 볼 때 그 역할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전에 비해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중,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이

주목을 받았을 때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비교해서 연구한 학자도

있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 문제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 장웨이웨이(張威威)는 대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미국과 같이 북한은 위협이고 만일 북한이 도발

사건을 일으키면 미·일동맹의 선택은 군사수단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가능하면 무력대신 평화의 방식으로 해결을 바란다는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미·일동맹은 중국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비해 한·미동맹은 중국에 대해

미·일동맹보다 훨씬 더 완화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39)

동맹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본은 미·일동맹을 전 지구적으로 봐도

중요한 동맹관계(全球性同盟)로 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동북아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필요하면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관련해

장웨이웨이(張威威)는 미국의 전(全) 지구적 동맹 전략 중에 미·일동맹은

38) 楊紅梅, “美韓同盟條調整的動力、現狀與前景”,『現代國際關係』,
2005年第8期，pp. 20-21.

39) 張威威, “‘九一一’以來日美同盟與美韓同盟的差異性”,『日本學刊』,

2007年第1期，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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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위치에 둔 반면에 한·미동맹을 주변화(marginalize)된 지역적인

동맹관계일 뿐이라고 본다.40) 왜냐하면 주일미군의 재배치는

미·일동맹의 종합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한 미군이 재배치된

후에 전체적 실력까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강한

민족자부심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에 의해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보장하는 것은 국내에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이 많더라도, 북한관의

적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면서

예로부터 강대국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41)

두 개 동맹의 성격을 따지면 미국은 냉전 이후 경제력이 강한

일본과의 연맹은 미국의 동맹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선택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지면서 동맹을 맺었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다.42)

결국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첫 번째 어려움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셴딩창 교수의 판단에 따르면 부시(George W. Bush)

정부에게는 테러 문제가 전쟁을 연이어 수행할 정도로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 같은 핵보유국이자 테러 국가의

존재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결국에는 테러국가에 의한 핵 테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부시

40) 각주 39)와 동일, p. 28.

石源華, 汪偉民 , “美日美韓同盟比較研究——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
亞安全”,『國際觀察』 2006年第1期, p. 65.

41) 石源華, 汪偉民, “美日美韓同盟比較研究——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
亞安全”, 『國際觀察』 2006年第1期, pp. 65-66.

42) 각주 40)과 동일,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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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맹국 개념에 대한 규정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며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는 나라가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도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를 반미 정부라고 보는 셴딩창 교수는

부시 정부의 시각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환기인 노무현

정부시기의 한미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조차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43)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 해당한다. 2005년에 중국 외교부가 발간한

『세계지식（世界知識）』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44) 이 글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고, 한국과 미국이

“거리를 두면서 가까워 진다”라는 결론을 냈다. 전략적 측면에서 저자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분리해서 분석했다. 미국이 한반도를 주도한다면

북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것과 같다는 면에서 이익이 있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에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에도

미국에도 한반도 지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공동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무역, 제조업, 금용,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의존도가

전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높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이 군사 안보 측면의 협력이라고 밝히면서 동맹관계를

43) 셴딩창(沈定昌)，『한국 외교와 미국 관계』(서울: 소학사, 2006), pp.

197-198.

44) 정재호, 『중국을 고민하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2),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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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지고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는 과정 속에 미국이 한국에 주는 군대와

무기는 한국 국방력의 증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공동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가 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모순적인 국가 이익도 존재한다. 첫 번째 모순점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에 반영이 되었다. 미국 측이 주한 육군을

철수하고 공군과 해군을 증가함으로써 주한 미군을 주 동아시아

미군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한국을 넘어서 더 많은 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욕심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해로운 전략이라고 본다. 이것은

양국이 주한 미군의 배치 문제에 대해 국익이 다르다는 부분으로

대두되었다.

두 번째 모순점은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다면 무력 수단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고려해서 쌍방이 대화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한 걸음씩 한 걸음씩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작전 전략을 취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기가 어렵다고

저자가 평가했다.

세 번째 모순점은 양국 민간의 대립적인 정서라고 하였다. 미국

시민들은 한국이 9.11 사건의 충격을 받았고 국제 공포주의를 하루 빨리

없애려는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여기고 한국 시민들은 좋아지고

있는 남북 관계로 인해 자주의식이 강해지고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저자는 한국이 미국에 의하여 주도하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이미 불만이 생겼지만 당분간 이러한 동맹관계를

역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일종의 과도 시기를 맞이하는

상태라고 글의 끝을 맺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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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FTA에 대한 중국 내

논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과 관련된 본격적

인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 시작되었다. 그 뒤에 2007년 4월 2

일 한미 FTA 협상타결까지 총 8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고 6월 30일에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FTA 서명을 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한미 FTA 재협상이 계속 되었지만 노

무현 정부 시기에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46)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한미 FTA의 협상 결과로써 수입액 기준 한국

94%, 미국 94.6%의 품목들에 대하여 높은 수준에서 관세의 조기 철폐

합의가 이루어졌다.47) 구체적으로는 한미 쌍무 무역 중에 85%의 공업품

관세가 취소될 예정이며, 자동차 영역에 배기량 3.0L 이하의 자동차 관

세부터 면제할 예정이고, 점차 대형 차량의 관세도 낮추게 한다는 예정

이다. 농업 영역에 돼지고기, 닭고기, 귤 등 농산품의 관세를 당장 없애

기 보다는 향후 5～10년 내에 면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섬유, 의류,

약품, 서비스 산업,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세 면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다.48)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의 한미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2003년까지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교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49) 이러한

45) 林靖, “韓國：還要不要韓美血盟”, 『世界知識』，2005年第13期，pp. 32－33.

46) “한미 FTA 일지”,

http://www.fta.go.kr/us/info/2/

47) 최창희, “한미 FTA가 한일 기업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일본연구』, 2007년제6호, p. 3.

48) “美韓FTA影響中國”,

http://news.sina.com.cn/c/2007-04-23/10301284510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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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 20년 이래 미국에게 가장 중

요한 자유 무역협정의 하나라고 평가했고50), 한국에 있어서도 역사상 가

장 중대한 자유 무역 협정일 것으로 본다.51) 그러면 자유 무역 협정의

측면에서 경쟁 국가로써의 중국52)의 평가가 어떤지 다음 부분에서 상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3년부터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급증으로 인해 중국은한국의 제1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

다.53) 중국 학자 셴딩창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한미 통

상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선, 한국에게는 “미국시장이 한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

한 시험장이며 신기술 도입의 주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평가했다.

둘째는 향후 한국이 동북아중심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통상부의 “한미 통상관계 전망: 미국의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를

인용하여 한미 간의 통상관계가 전반적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54)

49) “Summary of the U.S. - Korea FTA”,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fact-sheets/2009/april/summary-us-

korea-fta

50) “New Opportunities for U.S. Exporters Under the U.S.-Korea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51) 張波, “美韓FTA對中國對外貿易的正負效應分析”, 『 觀察家劄記 』,

2007年第8期, p. 62.

52)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경쟁국가들의 한·미/한·EU FTA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7_fta_argument.pdf

53) 셴딩창(沈定昌)，『한국 외교와 미국 관계』(서울: 소학사, 2006), p218.

54) 각주 53)와 동일,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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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와 같은 한미 간의 통상관계에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경쟁

국가로써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55) 한미 FTA

의 체결이 중국 대외 무역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학자

짱쁘어(張波)가 아래와 같은 4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짱쁘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56) 무역전환효과란 관세의 철폐에 의해

해당 상품의 시장이 자유 무역 협정의 비 해당국으로부터 FTA의 참여

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실제 예시를

보면, 중국이 한미 FTA로 원래 유지했던 대 한국, 대 미국 수출 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는

부문별로 중국이 한미 FTA 때문에 상실할 수 있는 무역 경쟁력에 대해

서 검토했다. 섬유 상품의 경우, 중국이 저렴한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한

국과 미국으로의 간단한 섬유 상품 수출에서 우세가 있긴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섬유 상품의 수출입이 많아지면서 중

국에 우세가 없는 중, 고급 섬유 산상품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익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상품, 기계류, 화학 공업품 등을 수출하는

데 중국이 원래 미국 시장에 대해 한국과 비슷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

제 한미 간 관세의 장벽이 없어지므로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보다 우세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농산품 시장을 살펴보면, 한국은

농산품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써 농산품의 수입에 많이 의존해 왔다. 중

국은 농산품이 풍부한 이웃나라로써 한국의 농산품 수입 시장에서 점유

율이 컸다. 하지만 머나먼 동맹국인 미국의 농산품과 비교해 보면 중국

의 농산품의 질이 미국 것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달성 후 한국이 미국에서 농산품을 많이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55) 각주 49)와 동일.

56) “FTA 효과”,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2&siteCmscd=C

M0002&topCmscd=CM0088&cmscd=CM0091&pnum=1&c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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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했다.57)

경제학자인 짱쁘어의 분석은 한미 FTA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잘 표

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것대로 한미 FTA 때문에

중국은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반면에 한국과 미국에

는 200억 달러의 무역액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도 보인다.58) 하지만 중

국의 한미 FTA에 대한 태도가 모두 우려와 소극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괄적으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지적을 하는 동시에 한미 FTA

가 중국에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찾을 수 있다.

우선은 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이웃나라인 중국이 자유무역 상에서 가지는 독특한 우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커다란 땅에서 많은 공업

산업 투자를 할 수 있고, 활력이 있는 중국 경제 하에서의 무역 투자도

믿음직하고, 중국의 노동력 시장은 여전히 경쟁력이 강하고, 중국의 발달

한 항공 공업 기술도 한국이 배울 만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면 위와 같은 분야에 이득이 있다

는 것이 미국과의 FTA와 비교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의 추가 협의와 동시에 한중 FTA에 대한 협상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시

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한미 FTA의 경험을 쌓고, 아시아 자유

무역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아시아 지역에

서 자유 무역 협정이 달성되면 자원, 인력, 시장 우세가 있는 중국이 최

대 수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59)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 FTA가 단기간에 중국에 우려를 가져올 수

57) 張波, “美韓FTA對中國對外貿易的正負效應分析”, 『 觀察家劄記 』,

2007年第8期, pp. 63-65.

58) “自由貿易協定達成後 貿易額猛增200億美元”,

http://news.xinhuanet.com/world/2007-04/03/content_5926255.htm

59) 張波, “美韓FTA對中國對外貿易的正負效應分析”, 『 觀察家劄記 』,

2007年第8期,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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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협정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중 FTA, 아시아 전 지

역의 FTA의 체결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미 FTA는 양국 간의 단순한 무역 협정을 떠나 일종의 외

교 수단이될 수 있다. 다른 중국 경제학자인 짱리지위안(張麗娟)은 한미

FTA를 외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미국에는 FTA가 미

국 통상외교(Commercial Diplomacy) 전략 중에 빼낼 수 없을 정도의 중

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2000년에 요르단과의 FTA를 비롯한 중동

시장의 무역자유화 촉진 방안처럼 한미 FTA도 미국 아태 지역의 무역

자유화 촉진 전략의 디딤돌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미중 간의 무역불

균형과 일본 시장 활성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한미 FTA가 동

아시아 무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60)

한미 FTA의 타당성에 대해서 짱리지위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우

려를 표명했다. 첫 번째는 한미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이다. 한국의 자동

차 시장을 예로 들자면, 한국의 강한 민족 정서 하에 외국 자동차 브랜

드의 수용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과연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는 한미 양국 간 국익의 분쟁이다.61) 짱리지위안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

면 한국 정부의 관심 분야는 한미 FTA가 어떻게 한국이 동아시아의 안

보 지수와 무역 위상을 높일 지이고, 미국 정부의 관심 분야는한미 FTA

가 어떻게 미국의 수출 시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이다.62)

60) 張麗娟, “美韓自由貿易協定的商務外交效應評價”,『國際貿易問題』，

2013年第6期，p. 72.

61) 각주 60)과 동일, pp. 72-73.

62) 각주 60)과 동일，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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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중국의 농업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차·3차 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지금도 농업대국으로서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노

무현 정부 시기까지 중국의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6%63)나 되었고,

다시 말하면 농업으로 영위하며 사는 중국 인구 수가 전체의 반 정도인

7억 명을 넘었다. 중국과 같은 농업대국은 농업 시장의 국내외 환경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다.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농업 수입에 의존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내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은 주로 중국 농업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집중된다. 중국과 미국은 대 한국 농산

품의 수출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한미 FTA가 성립한 과정 속에서 한 가지의 도화선이라고 본 중

국 경제학자가 있다. 경제학자인 옌펑주(閆逢柱)와 짱원빙(張文兵)은 구

체적으로 한미 FTA가 중국 농산품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농산품 수출량의 증가가 중국의 미국에 대

한 농산품 수출량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미

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농산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64) 그들의 추측에 따르

면 한미 FTA의 성립은 동아시아 국가 심지어 중국, 대만까지 적극적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

다면 중국의 농산품 수출에 아주 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옌펑주와 짱원빙 은 중국 정부의 무역과 농업 정책에 대

63) “國家統計局：中國農村人口占總人口56%”,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7-10/22/content_6921882.htm

64) 閆逢柱, 張文兵, “中美農產品對韓國出口的競爭研究——兼論美韓自由貿
易協定對中國農產品的影響”，『世界經濟與政治論壇』，2007年第5期，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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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총액

(억 달러)

미국농산품 중국농산품

금액

(억 달러)

비율

(%)

금액

(억 달러)

비율

(%)
1998 72.81 27.81 38.2 9.15 12.6

1999 84.14 29.85 35.5 11.77 14.0

2000 96.01 30.53 31.8 18.78 19.6

2001 98.98 31.30 31.6 16.28 16.4

2002 108.06 30.92 28.6 21.57 20.0

한 의견까지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

해 하루 빨리 대응 정책을 세워 한미 FTA가 중국 농업에 끼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 FTA의 조항 내

용은 중국이향후 한미 FTA 전략을 제정하는 데 배울 만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65)

아래와 같이 중미 양국이 한국 농산품 수입 현황<표3>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중국이 한국에게는 미국을 제외하면 최대 농산품

수입국이다. 그리고 표4를 보면 중미 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산품의 종류 중에 해산물, 과일, 곡물, 식용유류 및 사료, 반건조과일,

잡화 및 비료와 같은 7 종에서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수출 우세를 잃을까 우려할 수 밖에 없다.66)

<표3> 한국 농산물 시장 내 중미 양국 농산물 수입 현황67)

65) 각주 64)와 동일，p. 30.

66) 楊欣, 武拉平, 徐銳釗, “美韓自由貿易協定對中韓農產品貿易的潛在影響”,

『中國農村經濟』，2010年第7期，pp. 13-15.

67) 각주 66)과 동일,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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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4.73 33.43 29.1 26.07 22.7

2004 126.17 32.85 26.0 21.80 17.3

2005 132.45 27.39 20.7 28.83 21.8

2006 146.86 32.92 22.4 28.17 19.2

2007 174.56 39.94 22.9 36.98 21.2

2008 212.37 64.70 30.5 31.41 14.8

종류 한국 수입 

총액 중의 

비중(%)

국가별 수입액 

비중(%)

국가별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

중국 미국 중국 미국

동물 0.28 0.16 0.43 10.30 39.02

육류 10.83 0.01 7.71 0.01 18.34

수산품 14.09 28.65 2.85 36.79 5.22

유제품 2.00 0.06 1.49 0.58 19.16

기타 동물성 

제품

0.76 0.83 0.59 19.73 20.03

목재 및 기타 

식물

0.36 0.60 0.02 30.14 1.50

<표4> 2006 ~ 2008년 한국 농산물 시장 내 중미 양국 수입 구조 및

특징68)

68) 각주 66)과 동일,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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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2.31 8.56 0.26 67.00 2.93

과일 3.60 1.17 5.33 5.87 38.18

커피, 차 등 1.49 0.83 0.34 10.05 5.91

곡물 17.27 15.31 43.09 16.04 64.30

제분공업품 0.99 1.75 0.14 31.94 3.58

식용유류 및 

사료

5.98 7.96 8.14 24.09 35.07

셀락, 고무 

등 

0.57 0.55 0.47 17.36 21.40

섬유 식물 0.10 0.08 0.01 13.87 2.69

동물성유지 4.77 0.51 2.74 1.95 14.79

고기와 

해산물류

2.35 4.33 0.59 33.38 6.50

당류 4.17 1.52 0.68 6.60 4.23

코코아제품류 1.07 0.41 0.96 6.91 22.98

곡물제품류 1.77 3.63 1.32 37.07 19.23

채소, 

과일제품류

3.30 7.87 3.12 43.09 24.36

잡화류 3.49 3.59 3.83 18.58 28.26

음료 및 주류 3.52 1.44 1.09 7.43 8.02

식품가공류 7.34 7.21 2.88 17.76 10.10

담배 1.35 0.58 0.63 7.71 12.09

기타 6.23 2.40 11.27 6.97 46.64

이상과 같이 본다면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FTA에 관해서 중국 학자

들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크다. 특히 안보적 측면과 비

교할 때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부분에 대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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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중국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국

자체 내 상품 질의 발전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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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제1절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대미외교를 한국외교의 핵심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한·미동

맹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

은 2008년 4월에 미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을 통해 이명박은한미 동맹관

계를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높이고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3500명

더 감소하려 했던 미국의 계획까지 취소시켰다.69) 이명박이 취임하자마

자 한·미동맹 강화부터 노력하는 모습은 노무현 정부 시기와 달리 모든

외교정책의 중심에 한·미동맹을 위치시켰다.70)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국 방문 시,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한미 군

사 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로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을 가지고 당면한

안보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중국정부의 대 한·미동맹에 대

한 태도를 표명했다. 과연 중국 내 이명박 정부 시기의 대 한·미동맹에

대한 반응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중국 학자와 기자들의 견해를 보겠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후 이미 4월19일부터 미국 부시 전

대통령(George W. Bush)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

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협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 한국 정부 외교정

책 전환의 일환으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성격이 변화되어 대 중

국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게끔 만들었다.71)

69) 張威威, “美日、美韓軍事同盟的同步強化及影響”, 『世界經濟與政治論壇』,
2011年第5期, p. 3.

70)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파주: 나남, 2009),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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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기부터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한·미동맹의 변화 추세를

정리한다면 대략 다음 몇 가지로 특징이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약화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

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미동맹은 한

국에는 군사적으로도 국제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한국을 더 강한 중진국

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서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 간의 전통 군사적 동맹부터 일본, 호주 등의

나라까지 포함된 다자 간 전략적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72)

2009년 6월, 오바마(Barack H. Obama)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 5개월

이 안 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의 발표를 통하여 한

미 동맹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은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 동맹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을 다 포괄하는포괄

적 전략동맹으로써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목표를 세웠다.73)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국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한·미동맹의 강

화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맡

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해서 한국을 중국의 옆에서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면 부상 중인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74) 중국은 고립의 위협

71)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파주: 나남, 2009), p. 220.

72) 王蓉蓉, 劉強, “美韓同盟:超越的流變趨勢”, 『世界經濟與政治論壇』,

2009年第4期, p. 72.

73) 夏立平, “論美韓同盟的修復與擴展”,『美國問題研究』，2008年第1期，p. 72.

周輝, “超越傳統：美韓傾力打造新型戰略同盟關係”,『現代軍事』，2010

年第5期，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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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보 딜레마에까지 손을 대야 할 지경이 될 수 있

다.75)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면 이웃나라인

한국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강화를 다시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자위적 군사력의 상승을 대비하

기 위한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손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76)

둘째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더 자신감 있는 태도

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이 위기

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에 의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에 대해 한국의 태도는 전례 없을 정도로 강

한 모습을 띠었다. 한반도의 이러한 긴장태세가 중국 동부 지역의 평화

와 안정에는 일종의 위협이라고 할 수도 있다.77)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평화롭고 안전한 안보 상태의 유지를 바란다. 만약 남북한이 서로

맞서는 상황은 중국, 특히 북한과 영토적으로 인접한 중국 동북 지역에

많은 불안을 초래하면서 야기되는 강력한 민족 정서, 군사 훈련혹은 핵

도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안은 개혁기의 중국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78)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0년에 있었던 일련의 남북 간의 충돌이었

74) 각주 73)와 동일, p. 32.

75) “美日韓強化聯盟,有多少後患”,

http://news.sina.com.cn/w/2008-06-16/072014023333s.shtml

76) 龔克瑜, “中國對美韓同盟的認識與新安全觀”,『東北亞學刊』，2012年第5期，

pp. 28-29.

77) 각주 76)과 동일, p. 32.

78) 각주 76)과 동일，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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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2010년7월 동해

2010년8월 동해와 서해

2010년9월 서해

2010년10월 부산 인근 해역

2010년10월 한반도 서부 공역(空域)

2010년11월 서해

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미 동맹이 강화된 이유 중 하나는 천안함 사

태, 연평도 사건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의 상호 신뢰를 잃었고79)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하지 않도록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80)

아태 지역의 국제 합동 군사훈련은 매년 백번 이상이 실시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이 참여하

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국 전략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의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81)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과 대비의 일환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표5>와 같은 16 차례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표5>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통계82)

79) 陳雅莉. “美國的'再平衡'戰略: 現實評估和中國的應對”, 『世界政治』，

2012年第11期，p. 75.

80) 각주 79)와 동일，p. 71.

81) “美國及其盟國：中國周邊聯合軍演的主要玩家”,

http://www.globalview.cn/ReadNews.asp?NewsID=32926

82) 黃鳳志, 劉勃然, “美韓同盟強化與中國的戰略應對”, 『國際論壇』,

2013年第3期,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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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월 서해 

2011년2월-4월 용산 워커센터

2011년5월 한반도 서부 공역

2011년6월 한국과 북한 변경

2011년7월 백령도

2011년8월 동해와 서해

2011년9월 포천

2012년2월-4월 용산 워커센터

2012년5월 한반도 서부 공역

2012년8월 한국 본토

위와 같은 빈번한 연합 군사 훈련은 한·미동맹 강화의 표현이 되는가

하면 중국에 무력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83) 이러한 상황에 이정남 고려

대 교수는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 함대가 서해에 진입하는 등의

일을 겪으며 중국인들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84) 사실상 천안함·연평도 사태보다 중국 국

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한미 간에 지속적인 중국의 황

해즉, 한국의 서해 부근의 군사 훈련들이다. ‘한·미관계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인의54.1%가 ‘부정적’이라 답

했고, ‘긍정적’이라는 답은 20.3%에 그쳤다.85)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한·미동맹이 양국 간의 군사적 동맹에서 지역적인 전략동맹으로 나아가

83) 각주 82)과 동일.

84) “2011年中國人眼中的韓半島及國際秩序”,

http://chinese.joins.com/gb/article.do?method=detail&art_id=73408&category=002

003

85) 각주 8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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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일종의 상징화 되면서 중국의 한·미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초래하

게 되었다.

제2절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인식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와 추가협정에 대한 3년의 재협상 끝에 2012년 3월 15일에 비

로소 타결되었다.

한미 FTA의 최종 체결에 대해서 중국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론 한미 FTA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로 보고 우려하고 있

는 듯하다”86)는 한국 보도와 같이, 그 동안 저가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에 수출하고 있었던 중국은 이번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

력이 상승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한미 FTA 체결 이후 바로 한중 FTA

를 체결하자고 재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 측도 2012년부

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중국의 서

두름과 달리 한국은 현재 중국의 시장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둔

화될 때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

다.87)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응을 더 보면 “앞으로 있을 TPP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이 향후 미국 측과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파

급되는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기색이 강하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중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대책 마

86) “中·日, 한미 FTA에 경계의 눈초리 ‘우려와 조바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3&newsid=023124065964

48672&DCD=A00303&OutLnkChk=Y

장달중, 함택영 편, 『21세기 한국외교와 국가이익』(서울: 사회평론, 2012),

p 263.

87) 각주 8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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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88)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보면 한국과 미국에 중

요한 경제적, 정치적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의 체결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아

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한국

의 입장에서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 것이 한국의 미국 시장 진출에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

오는 동시에,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체에서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89)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

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90) 시위안화는 경제적 측면보다 한미

FTA의 정치적 의미가 경제적 의미보다 크다는 견해도 있다. 이명박 정

부가 한국 국민들의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데모에도 불구하

는 굳이 한미 FTA를 촉진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강

대국에 FTA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운명을 걸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91)

더불어 농산품 수출 시장이라는 세부적 영역을 보면, 절반 이상의 중

국 농산품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88) “中·日, 한미 FTA에 경계의 눈초리 ‘우려와 조바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3&newsid=023124065964

48672&DCD=A00303&OutLnkChk=Y

89) 孫玉紅, “「韓美自由貿易協定」的新變化及其背後的動態博弈”,『當代亞太』，

2012年第1期，p. 61.

90) 이명박 정부 시기에 와서 2012년 한미 FTA가 최종 체결되기 전까지

중국 내에는 한미 양국 국회의 승인을 걸쳐 정식적으로 발효(發效)하

기까지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평가가 있었다. 張
波, “美韓FTA對中國對外貿易的正負效應分析”, 『觀察家劄記』, 2007年第8期,

p. 62.

91) “美韓FTA：政治考量大於經濟”,

http://newspaper.jfdaily.com/jfrb/html/2012-03/15/content_7668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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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 중국의 농산품 수출의 중요한 대상국들이다.

한·미동맹으로 인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92)

더불어 농산품 수출 시장이라는 세부적 영역을 보면, 절반 이상의 중

국 농산품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은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 중국의 농산품 수출의 중요한 대상국들이다.

한·미동맹으로 인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93)

사실상, 한미 FTA 또한 한국 국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았는데94), 특

히 자동차, 소고기, 쌀 등의 교역문제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노무

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한미FTA의 협정체결 이후까지 한미 두 나라

의 국회는 FTA 비준통과에 난항을 겪었고, 양국은 결국 이명박 정부 시

기에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시기의 한미 FTA에 대

해서 한국농민들은 미국의 저렴한 농산품이 한국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어

국내의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대두 등의 농산품이 손해를 입는 것을

우려했다. 시위를 했던 농민들 이외에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와

무역연맹 등 또한 한미 FTA를 반대했는데, 그들은 한미 FTA가 한국정

치경제체계의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것은 한국 국내

여론의 반미 정서와 함께 한미 FTA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95)

92) 楊欣, 武拉平, 徐銳釗, “美韓自由貿易協定對中韓農產品貿易的潛在影”,『中國

農村經濟』，2010年第7期，p. 18.

93) 각주 92)와 동일. 

94) 张玉山,“韩美FTA的战略含义及对中国的影响”,『社会科学战线』，2008年第

12期，p. 80.

95) 張麗娟, "美韓自由貿易協定的商務外交效應評價",『國際貿易問題』，2013年

第6期，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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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낮

은 자세와 태도로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과 타협은 전보다 쉽게 이루

어졌다. 농업 부문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 연기에 동의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자동차의 연료

효율 및 배출 기준 완화와 안전규제에 대한 더 큰 폭의 승인을 약속했

다.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한미

FTA 협상 성과는 한국이 한·미 협력 전략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노무현 시기와 이명박 시기의 한·미동맹

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96)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측면에서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가 지속적인 까닭에 한국으로서는 중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후원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97) 즉, 미국의 우방으로서 북한 핵문제에 강력한 영향 세

력으로 부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무역으로부터 창출될 이익을 고려해서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외교의 딜레마이다.

96) 각주 89)와 동일, pp. 63-64.

97) 각주 96)과 동일，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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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내 한·미동맹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제1절 두 정부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시기별로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시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중

국 내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연구들이 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미 FTA 협상의 본

격적인 시작에 집중되어 있어 한·미동맹에 대한 재정의(再定義)가 필요

하다는 관점을 많이 보여 준다. 이 시기의 중국 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방어”라는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및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군사적 조정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성격 변

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새로운 대 아시

아 전략과 동일 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가

친미적 정부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의 긴밀한 정치적·경제

적 협력, 특히,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연합 군사 훈련 및 한미

FTA의 체결 등이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對)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라는

논의가 많았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국이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전면적인 견제역할을 수

행하게끔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중국 학자들은 한·미동

맹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강화된 한·

미동맹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많았다. 그 결론은 대부분 중

국의 새로운 안보관으로 귀결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동시에 한미관

계도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하고 있었다. 정재호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

현 정부 시기 한·미 간의 균열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첨예하게 드러

났다. 즉, 2004년 이라크로의 한국군 파병 여부와 이로 인해 일어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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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미정서, 당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비확산안보구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 인식,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

부가 표방한 ‘동북아 균형자론’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여부

에 대해 양국 간의 논쟁을 말하는 것이다.98)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방문하여, 방문기

간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신속하게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중시해 왔던 한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 복원에만 애쓰는

이명박 정부”는 전 노무현 정권과 완전히 다른 대외정책을 취하였다. 이

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은 “전에 없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원래 노무현 정부가 2012년에 환수키로 합의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까

지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 2015년 12원 1일에 환수하기로 하게 됐다.99)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취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 외교 일변도(一

邊倒)를 적극 추진한 이명박 정부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국이 주목한 점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미 간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 주목할 때,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동

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주한 미군의 재배치라고 본 연구가 대부

분이다. 일부 주한 미군의 철수와 기능적 변화가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재정의를 야기시켰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은 주한 미군

의 재배치로 말미암아 양국 간 군사동맹으로부터 신형(新型) 지역적 전

략 동맹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 국방

선거 선언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

다. 이와 달리 이명박 시기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98)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 369-370.

99) 이상수, “한중수교 20년의 정치·외교적 명암과 한반도의 미래”, 『한중수교

20년』(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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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과 빈번한 군사 훈련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

다. 중국 주변 해역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우려도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지지하에 북한에 대응하는

강경한 태도는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비난도 있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할 때 중국 학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

기부터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협상 과정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보

인다. 중국 내 FTA에 관한 논의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든 이명박 정

부 시기든 대부분 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해외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굳이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

기의 중국 내 한미 FTA에 관한 논의의 차이점을 찾는다고 하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우호적인 한중관계로 인해 한미 FTA가 한중 FTA를 촉진

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

기의 위축된 한중관계의 배경하의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인하여 중국

은 한중 FTA의 체결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과 관련된 논의가 더 많았

다. 하지만 한국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연맹체계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 네트워

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100)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이웃나

라이다. 한·미동맹을 연구할 때 국제관계 영역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된 미·일동맹과 비교하여 동맹의 기원, 역할, 변화, 딜레마, 재정의(再定

義) 등을 연구해 보면 더 쉽게 한·미동맹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대조해

보면 차이점 보다 미·일동맹과의 공통점을 찾는 연구가 더 많을 것 같

다. 그러므로 중국의 연구 시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함

계 연구한다면 한·미·일 삼국 협력동맹의 형성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

100) 王蓉蓉, 劉強, “美韓同盟: 超越的流變趨勢”, 『世界經濟與政治論壇』,

2009年第4期,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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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101)

위와 같이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표6>에서 정리된 공통점을 보면 한미관

계가 한국 정부의 교체된 외교정책으로 인해 크게 변화한 반면에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는 겨우 우려 정도의 차이와 벌어진 사태에 따

른 연구 초점의 변화일 뿐이지 질적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표6>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

101) 石源華, 汪偉民, “美日美韓同盟比較研究——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
亞安全”, 『國際觀察』 2006年第1期, pp. 61-68. 張威威, “‘九一一’以來日美同盟與

美韓同盟的差異性”, 『日本學刊』, 2007年第1期，pp.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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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한중관계의 설정

노무현 정부 시기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제2절 외부 변수인 두 개 정부의 대중(對中), 대북(對

北) 정책

그렇다면 중국의 한·미동맹을 보는 태도에 영향을 준 요소들 중에 한·

미동맹 자체 외에 다른 변수는 더 없을까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 두 개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7로 정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는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한 단계 더 긴밀해 진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

반자인 한국에 대해 중국은 왜 제1장에서 보듯이 우려가 많아진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중, 중국 및 우방국인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표7>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관계102)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중, 대북 외교 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외교 원칙이다. 이 정책은 김대중

102) 이상수, “한중수교 20년의 정치·외교적 명암과 한반도의 미래”, 『한중수교

20년』(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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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것으로서 대북포용의 기조를 바

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중국 학자의 판단

에 의하면 한중관계 및 한반도와 중국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교 정책이라고 본다.103) 왜냐하면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은

중국 외교정책 중 대 한반도 정책과 주변 지역의 평화 유지 목표와 일치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중 경제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웨이즈쟝(魏志江)과 쟝시우

민(姜秀敏)이 판단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무현의 외교 정책은 한중 FTA의 추진에 양호한 국제 환경을 조

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104)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한미 FTA에 대한 협상

이 시작했더라도 중국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믿고 한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외교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론’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전략적 균형자’ 역할은 “전쟁을 추

구하지 않았던 전통적 평화세력으로서의 한국이 외교적 기반에 의한 균

형자를 지향하는 것이었다”.105) 중국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라는 지향점에 대해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지와 호감을 표했다.106) 리

둔치우(李敦球)의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의지하여 미국과 힘의 균형까

103) 魏志江, 姜秀敏, “盧武鉉的和平繁榮政策及其對中韓關係的影響”,

『東北亞論壇』, 2006年第1期, p. 16.

104) 각주 102)과 동일, p. 17.

105)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370.

106) “中国高度评价卢武铉对华政策”,

http://news.sina.com.cn/w/2009-05-26/164015688520s.shtml

李軍,“試析盧武鉉政府的‘均衡者外交’”, 『現代國際關係』, 2005年第12期, pp.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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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107)

중국 외교부도 한중관계를 중요시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인 노력을 취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108)

노무현 정부가 한중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005년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평양에서 열리는 6.15 기념 행사

에 참석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

어가 우호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무

현 정부의 노력은 미국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를 이뤘다고 중국 학자는

평가했다.109)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방침으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은 데 미국의 불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관계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한·미동맹만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 약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김대

중 정부와 비슷하게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다 중요시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와서, 대북, 대중정책도 전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010 통일백서’에서 이명박 정부

는 지난 정부 10년의 대북 정책을 부정했고 북한과 육자회담이라는 우호

적인 수단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만 의존하여 해결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110) 구체적으로는 ‘비핵·개방·3000’라는 구상

107) 李敦球, “盧武鉉：做東北亞的‘均衡者’”, 『世界知識』, 2005年第11期, p. 31.

108) “中国高度评价卢武铉对华政策”,

http://news.sina.com.cn/w/2009-05-26/164015688520s.shtml

109) 石源華, 汪偉民, “美日美韓同盟比較研究—兼論美日韓安全互動與東北亞安全”,
『國際觀察』, 2006年第1期, p. 68.

110) 黃鳳志, 劉勃然, “美韓同盟強化與中國的戰略應對”, 『國際論壇』,

2013年第3期, p. 31.



- 46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동북아 균형자론

자주방어
한·미동맹 우선시
한·미·일 3자 협력

남북관계 평화번영정책
경제 원조를 협상의 
조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화

북한 인권문제
남북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국제사회에 의하여 
해결

의 실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 졌다. 표8를 보면 노무현 정

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중, 대북 외교정책의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표8>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외교정책의 비교111)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긴장하게

됨과 동시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한반도를 더욱 긴

장된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더불어 남북 간에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

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까지 긴장하게 만

들었다. 표9와 같은 국면하에 이명박 정부는 남북 쌍방의 입장을 떠나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자세를 취하였다.112)

111) 宣玉京, “論李明博政府對朝政策的變化”, 『國際論壇』, 2010年第4期, p. 22.

112) 魏志江, “李明博政府對朝政策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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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사건

2009년 5월 북한 광명성 2호 발사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2012년 4월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선호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제4장에서 언급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의

한국 정부가 북한의 편에 서 있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파트너’라기

보다는 ‘북한의 혈맹’이라고 인식한 것을 보여준다.113) 이것이 바로 이명

박 정부의 대 중국 인식이다.

<표9> 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를 긴장시킨 사건

따라서 중국이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을

봤을 때 태도상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강경한 대중, 대북 정책이라는 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

면,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는 단순히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과 북한이라는 네 개 나라가 서로

연동하여 변화하는 관계에 의한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살펴볼 때 위에서 말한 네 개 나라 사이의 연동과 같이 주의해야

2008年第8期, p. 51.

113) 이상수, “한중수교 20년의 정치·외교적 명암과 한반도의 미래”, 『한중수교

20년』(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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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은 중국 정부가 특정한 나라에 대한 태도이다. 중국이 한·미동맹

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지는 태도와 일

맥상통한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가지는 태도는 한국과의 외교정책과 깊

은 연관이 있다. 이것이 중국의 한·

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없을까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

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미 안보동맹에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었고, FTA

논의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마침표를

찍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었지

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는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에 연동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중국학자들

의 인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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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노무현 정부 시기는 군사력에 있어서 기존의 “불균형적인 상호지원 동

맹”으로부터 점차 “자주적 협력 동맹”으로 바뀐 한편 한미 FTA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 것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국의 총괄적인 관점이다.114) 이명박

정부 시기의 2008년에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관계를 넘어서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 한미 워싱턴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발표하며 양국이 군사, 경제, 전략

등의 전면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들은 중국에 주는 영향에 관한 우려보다

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미 FTA의 협상으로 인한 한·미 간 동맹관

계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에 대

한 중국 내 논의들은 한·미 간의 동맹관계보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

계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해 어떠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는 단지 한미관계의 변화

가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지에 대한 우려 정도의 변화일 뿐인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낙관적인 편

이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우려가 대부

분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동맹관계가 약화되지 않을까, 한·미동맹이

FTA를 촉진하는 잠재적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보이고, 이

114)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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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정부 시기는 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가 중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미 FTA의 체결이 중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검토들이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중국 내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차이가 질적 차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결론은 중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러한 태

도의 차이가 생긴 원인은 한·미동맹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 대북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해 지면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고 한국이 한·중 양국 정

치·외교 방면에서 전략적 협력이 어려운 변수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

중, 대북 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면 중국은 자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살펴볼 때 나

라 사이의 연동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중국이 한국이라

는 나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양호한 한중관계를 위해서

는 양호한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문현,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

를 연구한 이 논문이 미진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은 연구를 할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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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been taking Korea-U.S. alliance as “an alliance forged

in blood”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the international order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Korea and the U.S. has

been changing after the cold war, i.e. China’s rising as a G2 power,

the U.S. depression after financial crisis, Korea’s rising as a middle

power, etc.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the relations between China,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U.S. alliance has become too complicated to analyze.

Under such circumstances, when analyzing the Korea-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the rising China’s response to the alliance has

become more and more significant besides the analyses merely on

Korea-U.S. relations, on account of China’s role to Korea as an

economically, politically, militarily rising neighbor country.

Thus, this paper aims at China’s responses to the Korea-U.S.

alliance during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Lee Myung-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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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by analyzing China’s changes on its attitude towards

the redeployment of U.S. forces in Korea, Korea-U.S. FTA,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etc. that might affect the Korea-U.S.

alliance, using the source of academic researches and news from both

China and Korea sides.

Key words: Korea-U.S. alliance, Noh Moo-Hyun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hin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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