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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이 글은 2000년대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 실태와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그 질문

은 첫째, 북중러 협력을 다자간 협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둘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회복하였는가, 셋째, 북중러 협력은 한미일과의 갈등을 동반하는가이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최근 북중러 협력은 삼자간 협

력이라기보다는 세 양자간 협력관계의 합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북중, 북러관계는 북핵

문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북중러 사이의 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

라 상호 필요와 전략적 이해에 따른 일종의 우호협력관계이다. 셋째, 북중러가 한미일과 

맺는 관계는 구조적이기보다는 상황의존적이다. 물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중러

가 한미일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일시적

이다.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상호조화를 이루며 역내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살펴보는 일은 향후 과제이다. 

주제어: 북중러 관계, 우호협력관계, 동맹, 경제협력, 북핵문제 

Ⅰ. 문제제기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3국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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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전략적 의미가 높아지고 있는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10년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

기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북중러 3국의 협

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증대되고 있는 이들 3국간 

협력은 자체 필요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온 과정의 잠정적 결과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대중국, 러시아 외교정책은 지난 몇 년 사이 활발히 전개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어떤 향을 미쳤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수준이고 무슨 요인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지는 이

제부터 진행해야 할 본격적인 연구과제일 것이다. 

여기서는 위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면서 최근 증대하고 있는 북중러 협

력관계의 실태와 그 성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는데 유용해 보이는 몇 

가지 질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적지 않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 분석의 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한반도 

(혹은 동북아) 신냉전 (기류)”, “한미일 삼각동맹 대 북중러 삼각동맹”과 

같은 표현이 회자되어왔고, 5·24대북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

까지 그런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 표현에 담긴 문제인식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대북 제재조치를 전후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과거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북중러 대 한미

일의 대립구도이고, 두 삼각협력관계 내 삼자는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필요에 의해 동맹과 같은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삼

각관계 사이의 대립은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지속될 것이라는 논지가 널

리 퍼져있다. 

이런 하나의 여론 혹은 상황 인식에 대해 이 글은 그와 관련한 세 가

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그 

질문은 첫째, 북중러 협력을 다자간(multilateral) 협력이라 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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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회복하 는가, 셋째, 북중러 

협력은 한미일과의 갈등을 동반하는가이다. 이 글은 최근 몇 년간의 사

태 전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성격과 양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

해 논의범위를 2000년대로 확대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Ⅱ장

에서는 북중, 북러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탈냉전 이후 정치, 경제, 

군사 분야로 나누어 두 양자관계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북중러 협력관계의 실태와 성격을 판단하기 위

해 세 질문에 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Ⅳ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해 세 질문

에 대한 분석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덧붙여 분석결과가 

주는 의미를 간략히 생각해볼 것이다. 본 논의를 위해 통일부의 ꡔ주간북

한동향ꡕ을 2005년 1월부터 현재(제1069호, 2011.10.8~14)까지 살펴보면서 

북중, 북러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ꡔ주간북한동향ꡕ의 각호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

혀둔다. 또 관련 선행 연구물과 언론보도 등 2차자료도 참고하 다. 

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동향

1. 북중관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탈냉전기에 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이전의 동맹관계에서 크게 벗

어나 갈등, 냉각, 회복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그 계기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1993년 경화결제방식으로의 북중무역 전환, 그리고 북핵문제 

등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도 양국관계는 냉랭했지

만 1999년 김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2000년 5월,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양국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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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언급,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발언,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2006년 10월 핵 실험 강행 등으로 양국관

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거기에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국관계는 불

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 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과 중국은 한

반도 안정, 비확산 등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상호 협력을 복

원해나갔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냉전기 혈맹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지 

못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공유 등을 바탕

으로 정치군사 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넓혀나갔다. 특

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지원, 전통적인 당 대 당 교류, 

군사교류 등을 바탕으로 양국은 한중수교 이후 악화된 관계를 회복해 나

갔다. 

2010년 북중관계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태

에서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고, 후계체제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정권

을 지지하는 등 양국간 협력이 탈냉전 이후 가장 강화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

북 압박에 나서자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7.9) 과정에서 중립을 취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엄호하 다.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해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는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훈련에 대응하여 당 대표단 상호 방문, 군사교

류 등으로 협력을 과시하 다. 2010년 중국에서 열린 두 차례 북중 정상

회담에 김 춘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했다. 시진핑(習近平), 궈보슝(郭伯

雄) 등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도 북중관계를 ‘혈맹’관계로 

강조하고 북한과 고위군사회담을 개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과시

하 다. 

2010년 이후를 북중관계가 가장 활발해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상 유례 없이 양국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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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고립, 경제적 곤경, 정치적 승계 과정에서 양국

관계를 과시하며 대내외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가령,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은 “전통적 우호관계의 확대”, “대를 이은 발전”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전략적 공감대를 마련

한 것으로 보 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

락부장의 방북(2.6~9) 등 외교적 방식으로 북한의 긴장행위 중단 및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 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2.9~13)

과 김 일 내각 총리의 방중(2.24)을 통해 중국과 협의해 나가며 6자회담

의 무조건 개최 입장을 견지하 다. 

경제분야에서는 먼저, 북중간 무역 규모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 다.(<표 1> 참조)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

(남북교역은 제외) 규모는 전년대비 22.2% 증가한 41.7억 달러로 나타났

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42.4%와 13.2%가 증가한 15.1억 달러

와 26.6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1.5억 달러의 적자를 보 다. 북

한의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전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를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은 안정세를 보 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주요 

요인은 단연 중국과의 교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에 따르면 북한

의 무역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처음으

로 60%에 육박하 다.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와 함께 그 품목 내역도 북

한의 대중 경제의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대

중 수출품은 광물성연료, 광, 회, 철강, 아연, 의류, 어패류, 토석, 소금 등 

1차제품(원료)이 주종인 반면, 대중 수입품은 기계류, 전기기기, 일반차

량,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고무(제품), 인조필라멘트·스테이플섬유, 

곡물, 전분, 동식물성 유지 등 2차제품과 식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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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주요 국가별 주요 교역 실적33)

나아가 북한과 중국은 중국의 대북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동북지방 경제개발계획 정책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2009년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 지린성 

‘창지투(長吉圖: 창춘, 지린, 두만강)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 발표에 따라 

북중간 단동－신의주, 훈춘·투먼－나선 지역 연계개발 협력을 모색해

왔다.34)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세 차례 잇따른 북중정상회담의 

논의사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 및 시찰 기관 등을 종합해볼 때 양

국간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양국은 

경원, 온성, 혜산 등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중국의 나선지역 1호 부

두의 사용, 신압록강대교 건설, 압록강－황금평 공동개발, 훈춘－나선 

간 도로포장 착공, 나선시와 청진항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권 획득 등

에 합의하거나 착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

33) 한가람, ꡔ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ꡕ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2011), p. 33. 
34) 윤승현, “중국 창지투－북한 나선특구 연계개발 현황과 전망,” 북한정책포럼 제

19차 세미나 자료집 (2011년 10월 17일, 연길 국제호텔), pp. 17~29; 원동욱, “중

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대북협력 확대의 현황 및 과제: 초국경 연계개발 사업

을 중심으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0차 전문가포럼 자료집 (2011년 10월 11

일, 서울 프레스센터), pp. 39~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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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의 북부지역을 잇는 북중간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러, 중러간 경제협력과 함께 생각하면 북방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양국간 활발한 경

제협력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양국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공

통의 지렛대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주변 지

역의 안정이 필수적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의 안정이 필요하

고, 북한으로서는 후계구도의 안착과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의 지지와 협

력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상황이 이어지는 가운

데서도 2010년대 들어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매우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군사관계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그 성

격이 변해갔다. 군 장성들의 의례적 방문이 이어졌지만, 중국은 북중우

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의 수정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양국간 군사관

계는 크게 약화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2006년 한국과 국방장관회담을 갖

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군사협력관계에 들어가35) 북중간 군사관계는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북중간에는 군사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동일성과 양국 고위 군인사들

이 공유해온 한국전쟁 경험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양국의 필요에 의해 유

사시 조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조약이 부재한 

북러관계와 달리 북중관계는 전략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

께 북중간에는 북핵문제 해법에 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해갔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국,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

태에 빠진 가운데 2009년 10월 4~6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

35) 이태환, “북중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ꡔ북한의 대외관계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268,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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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측 최고위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한반

도 비핵화 의향을 재확인하고 북미 양자회담을 거친 6자회담 재개 방안

을 논의한 바 있다.36) 

전반적으로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악화된 관계를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기반은 이념적 동질성보다는 전략적 이

해관계의 공유이고, 양국관계의 환경도 경제의 세계화, 한중수교, 미중

관계 등으로 크게 변화하 다. 다만, 북중관계가 중국 동북3성과 북한 

북부지역의 연계 개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 안보문제에 대한 양

국간 협력의 강화 등 다차원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북러관계: 일반적 우호협력관계 

탈냉전기 들어설 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북중관계와 비슷하게 

악화되었다. 1990년 한소수교 및 북소간 무역 결제방식의 변화, 1991년 

말 소련 붕괴, 1993년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공조 등이 그 계기

들로 작용하 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핵문제에서 러

시아의 소외 등으로 러시아는 김정일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양국은 

군사, 경제분야를 통해 협력을 모색해나갔으나 1990년대 말까지 크게 개

선되지 못하 다. 거기에는 한러관계 발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북미대화 진전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 다. 다만, 러시아 극동지

역 개발에 대해 양국은 1994년부터 협력을 전개해 오늘날은 산업, 무역

은 물론 대륙철도 연결, 군사협력의 배후지역으로 그 비중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소원해졌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길로 들어

36)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전에 9월 18일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방북해 김정

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대화

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지만 6자회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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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들어서 다. 그해 2월 양국은 ‘조러 신우호선린

협력조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

다. 이어 2001년 8월, 2002년 8월 각각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

러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이들 정상회담과 그 전후 많은 정치회담

을 통해 양국은 상호 정치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 군사, 외교 등 다

방면에 걸쳐 협력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북러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양국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을 도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양국이 관계된 기

념일을 기리며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우호행사와 6자회담을 이용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

의 핵실험이나 긴장완화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도 나타

냈다. 2010년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2.19)에서 6자회담과 비핵화 프로세

스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캐나다에서 열린 

G8 외무장관 세계안보 회의(3.29~30)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논의하며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데 동참했다. 러시아는 또 유

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3.30)하며 이행

에 동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에 중립을 취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는 북한을 비난하 는데, 이는 중국과 다른 행보 다. 천안함 사건(3.26)

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 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천안함 사건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만족하고 사안을 종결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구전략”이라는 입장을 취

하 다(10.6).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3)에 대해서는 같은 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남한의 섬(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자들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을 비판하 다. 말하자면 북러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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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군사협력은 과거 동맹관계는 격세지감이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이다.

경제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은 크지 않지만 북한경제 재건과 러

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북한의 대러 무역 비중은 1.2%에서 5.7% 사이로 중국에 비

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1> 참조) 교역 품목을 보면 북한의 대러 

수출품은 토석류, 소금, 철강이 주종이고,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에너지, 

목재, 목탄, 펄프 등으로 양국간 일차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협력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

제재건, 외화 획득, 러시아 입장에서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

회의 개최, 극동지역 개발 등 양국간 상호 전략적 이해가 겹쳐있기 때문

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50년간 제공하고, 사할

린과 시베리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의 남북한 연결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현지 개발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

는데, 이는 기존의 임업협력에 한정되어 온 노동력 이용을 확대하는 의

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북러 간에는 임시근로자 입국 수속의 원활화, 취

업자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2009년 12월 발효되었다. 실

제 양국간 상품교역량의 70%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과 연해주간 무역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도 부각되고 있

다. 최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 사관 등을 통해 망명 신청을 하거나 한

국, 미국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보안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문제가 공개되거나 국제

적 관심사로 되는 것을 꺼리며 불법 체류자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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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극동 

연안 지방 8곳에 난민수용시설 설치를 검토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

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관계는 북중관계처럼 1990년대 초 급격하게 악

화되어갔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추구하 지

만 러시아는 양국간 동맹조약의 폐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냉담하 다. 

그러다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은 방산군수협정(2001)을 맺는 등 군

사관계의 회복에 나섰지만 그 수준은 러시아가 대북 군사협력 범위를 재

래식 군사 장비의 현대화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한계 내의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37)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협력을 바탕으

로 상호관계 회복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2000년대 초 세 차례의 정상회

담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재구축하 다. 그 후 9년만인 2011년 8월 북

러 정상회담을 다시 가져 양국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확립

하 고, 북한으로서는 한미일 3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해온 대

중 편향 외교에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대러

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대중관계와 함께 

새로운 북중러 협력관계 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다만, 북중, 북러관계

는 협력관계에서는 같지만 그 수준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각 “긴밀한”, “일반적” 우호협력관계로 이름 붙 다.38) 

37) 정성임, “북러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ꡔ북한의 대외관계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 340. 
38) 1990년대 이후 북중, 북러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은 위의 글, pp. 342~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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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중러 협력 실태 평가

1. 북중러 협력을 다자간 협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본 연구범위에서 발견한 북중러 3국간 공동 협력의 예는 다음 두 경우

이다. 먼저, 중북러 순회관광의 일환으로 중국 관광단이 북한 지역을 방

문한 일이다. 2011년 5월 4일 북한 관  ꡔ조선중앙통신ꡕ의 보도에 따르

면 중국 관광단이 4월 29~30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의 두만강유역과 나선

일대의 역사유적과 관광지, 그리고 나진항 일대의 경제시설을 돌아보았

다고 한다. 이 3국간 순회관광은 앞으로 3박 4일 일정(매주 수요일 출발)

으로 3개국 5개 도시(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슬라뱐카, 하산, 

그리고 북한의 나선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국 순회관광을 위해 

훈춘 산장국제여행사와 러시아 극동운수공동체, 북한 나선국제여행사가 

사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3국간 무비자 관광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북중러 3국간 순회관광은 북한의 소극적인 개방 의지

와 숙박시설, 도로, 항구과 같은 기반시설의 미비로 단기간에 활성화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3국간 “초국경 관광프로젝트”를 “동북아지역 

각국간 협력에 새 돌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2007년 12월 24~25

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서 북중러 삼자가 “철도화물운수에 관한 합의

서”에 서명했는데, 현지에서는 이를 “도문－두만강－하산 국제철도통로 

건설에 돌파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39) 이상 살펴본 북중러 3국

간 협력사업은 아직 국경 인접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 혹은 초보적 수준

39) 장동명, “동북아 경제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연구,” 북한정책포럼 제19차 

세미나 자료집 (2011년 10월 17일, 연길 국제호텔),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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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 3국간 협력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중러 3국간 협력 가능성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011년 8월 하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 후 취한 귀국 

여정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

를 비공식 방문(8.20~25)한 후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하며 귀국하 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귀국

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통일부 역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경유하여 돌아옴으로써 중북간 우호·공조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

다고 분석하 다. 실제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귀국 여정

을 보면 해당 중국 도시를 통과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가령, 8월 25일 

네이멍구자치구(만저우리, 후룬베이얼)를 방문했을 때 네이멍구자치구, 

후룬베이얼시, 만저우리시의 당 고위인사는 물론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

당 대외연락부장 왕쟈루이(王家瑞), 국무원 철도부장 성광쭈(盛光祖)가 

현지에 와 접하 다. 왕쟈루이와 성광쭈는 김 위원장이 26일 헤이룽장

성, 치치하얼시를 거쳐 27일 지린성, 퉁화시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

다. 특히 26일에는 “후진타오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특별위임

에 따라 허이룽강성으로 온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이 친절히 맞이

하” 다고 한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치치하얼시까지 가서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동행하 다. 

9년 만에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행선이 인상적

인 점은 그의 귀국 여정만이 아니다. 8월 북러 정상회담이 3개월 전인 5

월 북중 정상회담(5.20~27)에 이어 열린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

상회담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의 동선에서도 그렇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하여 5월 20~26일 중국

을 비공식 방문하 다. 중국 관  ꡔ신화통신ꡕ은 정상회담 내용이 경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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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경제협력,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6자회담 관련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남양→중국 무단장→장춘→양저우→난징→

베이징→선양→단동→북한 신의주 순으로 이동하 다. 그가 방문한 중

국의 주요 도시는 흑룡강성 목단강시, 길림성 장춘시, 강소성 양주시 및 

남경시, 베이징 등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시찰 지역이 중국 

동북지방, 즉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양

국간 경제협력,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학습의지 등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11일 러시아 푸틴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중

국을 공식 방문하 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푸틴의 방중은 16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양국간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

이 있었다. 푸틴 방중에서 양국은 에너지, 전기, 금융, 통신 분야 등에 걸

쳐 총 38건에 55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문건에 서명하고, 러시아 기

반 시설 건설을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2020년까

지 양국 연간 교역규모를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데 합의하 다.40) 

이와 같은 중러 경제협력이 북중, 북러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특히, 중러 경제협력의 한가운데 러시아 사할린으

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과 동시베리아 개발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북

중러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북중러 협력은 3국이 함께 협력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다자간 협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자협력을 다자주의의 구체적 형태라 보고, 다자주의를 “3개국 이

상의 국가들이 일반화된 행동 원칙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41)으로 

40) ꡔ조선일보ꡕ, 2011년 10월 12일. 
41) Robert O. Keohane, “Multilater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No. 4 (Autumn 1990), p.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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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해볼 수 있다. 이를 대입해볼 때 북중러 협력은 3자 사이에 일정한 

행동원칙을 공유하고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확인한 3국간 협력사업은 그 양이 적고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결국 현

재까지 북중러 사이의 협력은 다자협력이 아니라 3국이 상호 전개하는 

세 양자 협력의 합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향후 동북아 

북부지방 개발에 대한 공동이익과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북

중러 3국간 다자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42) 

2.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회복하였는가?

동맹이란 참여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협력하는 “잠재적 전쟁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43) 일반적으로 동맹은 명백한 공동의 적, 군사력 사용 공약, 제도적 

수준의 협력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탈냉전기 들어 동맹의 범위가 

경제, 가치 등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군사동맹의 지위가 상대화되는 듯

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동맹은 그 정의와 목적, 그리고 역사를 

종합 고려할 때 자동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북러관계가 동맹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1961년 맺은 ‘조중우호합작호조조약(朝中

友好合作互助條約)’이 폐기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동맹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제2조44)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이 조

42) 동북아에서 3국간 소(小)다자협력 체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이태환 편, 

ꡔ동북아 삼각협력체제: 한미중, 한중일 협력ꡕ (성남: 세종연구소, 2011) 참조.
43) Robert E. Osgood, Alliance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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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고 두 번에 걸쳐 연장돼 2021년

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특히 북중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2011년에 들

어 양국은 고위사절단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과시했다. 

그런데 북중우호조약 50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

되었는데, 그것은 북한 측이 조약을 반드시 거론하는 반면 중국 측은 인

색하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중조약 50주년을 기념해 정더장 부총리

(張徳江)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7월 10~13일 평양을 방문

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접견 시, 김정일은 “조중 우호조약의 정신에 맞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할 

것을 언급하 다. 대신 장더장은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

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하

다. 이런 현상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발언(2011.7.11 양형섭 북한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

(북중우호조약 50주년을 기념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축전)45)

에서 다시 나타났다.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에 담겨있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에 대해 유보적

인 입장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 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한 무기 판

매 및 지원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96년 7월 초 주

장춘 주중 북한대사가 북한제 MIG-21기의 개량형인 젠-7Ⅱ기 12대, 미사

일 40기, 미사일 쾌속정 3척 등과 같은 군사지원 요구사항을 담은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내놓았으나 중국은 수용하지 않았다.46) 또한 

44) 제2조는 “일방이 한 국가나 수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5) ꡔ조선중앙통신ꡕ, 2011년 7월 10일. 
46) 이태환, “북중관계,”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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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5·24대북조치 이후 북한과 중국은 

군사교류협력 강화를 수차례 공약하 지만, 같은 해 5월과 8월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 일정 중 전투기 등 북한의 무기판매 요구를 중국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47) 

결국 북중관계는 동맹조약을 유지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하고 상

호 이익을 추구해가고 있지만, 그 조약의 핵심이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고 실제 군사협력이 낮다는 점에서 북중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鋒) 교수는 “만약 

북중조약이 구속력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 군사장비를 수출하

거나 정기적인 공동 군사훈련 등을 했을 텐데 예측 가능한 장래에 중국

이 그중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북중조약이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

다.…이 조약에 근거해 중국은 북한에 외교적으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과 상호작용하는 데 조약을 지렛대

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48)

한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1961년에 맺은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

조조약’(구조약)이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폐기되어 양국관계가 냉

각되었다가 2002년 2월 ‘조러 신우호선린협력조약’(신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신조약은 구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49) 

47) ꡔ경향신문ꡕ, 2011년 8월 23일; ꡔ조선일보ꡕ, 2011년 8월 29일. 
48) 주펑, “북중조약의 현대적 의미와 북중관계 전망,” ꡔ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년 9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49) 구조약 제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타일방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신

조약 제2조 “…쌍방 중 일방이 침략당할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경우, 평화와 안정

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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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관계 개선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다. 김정일 국방위

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2000년 7월 평양 선언50)과 2001년 8월 모스

크바 선언51)을 채택하면서 양국관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두 선언

의 공통점은 국제적으로 반테러, 양국관계에서는 경제협력 및 한반도 문

제에서의 협력이었다. 다만, 북핵문제에 관한 협의 빈도나 경제 교역 및 

협력의 범위에 있어서 북러관계가 북중관계보다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의 러시아 정책은 대중국 편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한미일의 압박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략적 자산이다. 

북러관계의 특징으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안보분야보다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크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2002년 사이 

세 차례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관계발전이 가시화 되지 않은 가운데 의

례적인 정치교류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전개

되어 왔다. 2001 모스크바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 ”지만, 그 이후 양국관계가 

그렇게 전개되지 못하 다. 왜냐하면 먼 거리와 제한적인 경제협력, 그

리고 이념적 차이가 양국관계 발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 중앙정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경제 이익

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러시아 극동지방과의 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

다. 북한의 실질적인 대러시아 경제외교는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10월 초 북한 무역성 대표단(단장: 김 재 무역성 

은 즉시 접촉한다.”
50) 푸틴 대통령의 2000년 방북 시 채택(7.19)되었으며 쌍방 협조, 국제테러와 마약 

반대, 쌍방 경제협조 확대 등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방러 시 채택(8.4)되었으며, 국제규범 준수 및 국제테

러 반대, 북러 공동선언에 기초한 친선관계 확대발전, 북러 철도연결 등 쌍무 

협조발전 등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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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사할린을 방문해 “경제·무역협력 공동실무단” 결성합의서를 체

결하 다. 또 북한과 러시아 아무르주 사이에는 임업공동위원회 개최, 

연해주 정부와는 경제협력의정서를 체결하 다. 그렇지만 회복된 북러

관계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었다. 정치적 관계를 회복하 지만 과거와 같

은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군사동맹과 함께 하는 관계정상화가 아니

었다. 2000년대 북러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 성격이 높았

다. 또 북한은 2006년부터 사할린주와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공동실무그

룹” 회의를 매년 번갈아 열면서 상호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러시아 경제협력은 TKR-TSR 연결 및 가스관 설치를 통한 양국간 공동

이익 창출 구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러 철도협력사업은 2000년 8월 양

국 정상간 평양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후 북러 국경철도위원회 

결성(2004.7)을 통한 나진－하산간 노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상이한 궤

도를 통일하고 시범운행에 착수한 상태이다. 

북러간 경제협력에 비해 군사협력은 대단히 취약한 형편이다. 러시아

가 체제전환 한 직후 발생한 1차 북핵위기 시 러시아는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으로 양국이 군사협력을 추진

할 정치적 분위기마저 조성되지 못하 다. 급기야 러시아는 1995년 양국

간 동맹조약의 폐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상

호 정치군사적 협력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가 북한의 안보 이익을 적극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북미회담 개최와, 

2차 북핵실험 이후 취해지고 있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6자회담 재

개를 지지해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공식 핵보유국이자 NPT 체제 

수호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핵확산, 핵외교에 비판적

인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은 북핵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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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북한을 참석시키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처벌로 

원유 공급을 일시 중단 혹은 축소한 적이 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북

한의 1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함부로(悍然)”라는 유례없는 표현

을 사용하며 극도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52)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개

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미일 3국이 6

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소위 “사전조치들(pre-steps)”

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사전조치의 핵심

으로 간주되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입

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북한 관 언론은 러시아 측이 “북한은 조건 없

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핵물질 생산·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러시아 측이 언급한 

‘핵물질 생산·핵실험 잠정중단 준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제조건 없

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자고 보도하 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맹관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상과 같은 판단

은 양측이 동맹 형성의 1차적 이유인 공동의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5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미국과 경제

협력은 물론 군사협력까지 전개하고 있다. 2010년도 북중 교역은 34.7억 

달러, 북러 교역은 1.1억 달러인데 비해, 같은 해 한중 교역은 1,884억 달

러, 한러 교역은 177억 달러이다.54)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중국과 러시

아는 한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다른 이유로 북한과 동

52) 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 2006년 10월 9일; <http://news.cnwest.com/ 

content/2006-10/09/content_322390.htm> (검색일: 2011년 11월 8일). 
53) 동맹 해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 동맹이론을 분

석틀로,” ꡔ국제정치논총ꡕ, 제41집 2호 (2001), pp. 14~15. 
54) 한가람,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p. 9; 외교통상부, ꡔ외교백서 2011ꡕ (서울: 

외교통상부, 2011), p. 158; ꡔ파이낸셜 뉴스ꡕ, 201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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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을 맺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 고위급 국방전

략 대화 신설, 군사교육교류 재개, 재난구호 양해각서 체결 추진,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공동 군

사훈련 추진 등 비교적 활발한 군사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관계를 맺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보를 지

켜주는 대신 약소국의 정치·군사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소위 “안보－자

율성 교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55) 비대칭동맹, 편무동맹, 불균형동맹

이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동맹 유형은 약소국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다.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이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향해 “자주외교” 혹은 “등거리외교”를 전개해왔다. 만약 

북한이 냉전시기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와 일면 협력, 일

면 갈등을 보 다면, 그것은 비대칭동맹의 불가피성과 불안정성을 말한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기인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중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쌍방간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56)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현 북중, 북러 관계는 냉전 해체기 이후 소원해진 관계에

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우호협력관계에 도달하 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55) “자율성－안보 교환”을 포함해 비대칭동맹의 특징에 대해서는 Bruce Bueno de 

Mesquita, Principle of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s Power, and Perceptions 

(Washington D.C.: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pp. 406~407; 

Paul W. Schroeder, “Alliances, 1815~1945: Weapons of Power and Tools of 

Management,” in Klaus Knorr, ed.,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Lawrence, K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76), pp. 230~231;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12. 
56) “쌍방간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란 북한의 체제생존 대 중국, 러시아의 한반

도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말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개발 등 비대칭전력 개발

을,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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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동맹관계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탈냉전기 이후 북한과 중국, 러

시아의 관계가 동맹을 복원하지 않는 것은 역내 세력균형 구도가 불안함

은 물론 두 양자관계의 견고성과 친밀도가 크게 변하 기 때문이다. 물

론 북러관계에 비해 북중관계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을 좀

더 나타내고 있지만 그 범위와 수준, 그리고 중국이 미국,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를 종합 고려할 때 북중관계 역시 동맹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는 판단이다. 

3. 북중러 협력은 한미일과의 갈등을 동반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북중러 협력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와 충돌하는가 하

는 질문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일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갈

등이 일시 조성되기도 하 다. 이를 두고 북중러 3국과 한미일 3국 사이

에 신냉전이 재연하고 있다거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역사적 갈

등이 다시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하 다. 실제 천안함, 연평도 사

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방식이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우를 근거로 삼아 

북중러 협력이 한미일과의 갈등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아가 그런 대립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냉전이 해체되어 가던 격동의 시기에 북

한은 동맹국을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전한반도의 사회주

의 통일에서 체제생존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체제생존을 위한 선

택지는 핵개발과 기존 적대진 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모순적인 두 대안

이었다. 그때 북한이 먼저 활용한 카드는 남한, 미국, 일본과의 대화

다.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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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미국과는 베이징 비공식 참사관급 접촉을 10여 차

례 진행하 고 그 사이 비공개리에 뉴욕에서 노동당 국제부장 김용순과 

국무부 정부차관 아놀드 캔터 사이에 고위급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일본

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양에서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를 의제로 수차례 

정당회담에 나섰다.57) 당시 북한은 대내적으로 “황색바람” 차단,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적대진 과의 대화를 

통해 고립과 압박을 돌파해나가려 하 다. 이와 같이 북한이 중국, 소련

(러시아)과 대립하는 대신 남한, 미국, 일본과 대화에 나선 형국은 냉전

시대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와 정반대의 양상일 뿐 아니라,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조성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와도 반대이다.

그와 달리 북중러 대 한미일이 협력 구도를 띤 경우도 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까지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행 국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개

선은 물론 남한, 일본과도 대화에 나서 경제지원 획득과 관계정상화 분

위기 조성을 추진하 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회복에 

나서 고립 탈피라는 수세적 전략에서 체제 인정 및 경제재건이라는 당시

로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전략 전환을 모색하 다. 특히,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남한, 러시아 측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미국 클린턴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 다. 2002년에는 북일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가졌다. 

이상 살펴본 두 가지 형태의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는 처음 던진 질문

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서로 다른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는 모두 탈냉전기 이후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무정형 혹은 불규칙적인 모습이

다. 이는 탈냉전기 두 3자간 관계의 조합이 대단히 상황의존적이고 실리

57) 박재규, ꡔ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ꡕ (서울: 나남출판,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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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탈냉전기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는 기본적으로 이념에 기반한 군사 대립이 아니라 실리에 기반한 경

제 협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1년 11월 현재 북중러 대 한미일의 관계가 1년 전과 같은 대립 상

황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국정부의 

5·24대북조치 이후 북한과 중국은 군사교류협력 강화를 다짐하 지만 

그 이행 내역은 빈곤하다. 그래서 2011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에

게 무기구매를 요구하 는데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참

고로 2000년, 2001년 두 차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판매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58)

다른 한편, 북러간 군사협력이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군은 

2012년 중 러시아 극동 지역 해상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조난에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러

시아군과 수색 구조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2003년 

8월에 이어 2011년 7월 3~4일 연해주 하산 일대에서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한 훈련을 가졌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상하이협력기

구(SCO) 참여국들이 실시하는 ‘평화 사명 2005’라는 훈련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미군이 북·중·러 국경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에 공동 진입하는 훈련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

아 사이에도 역사적, 현실적 이유, 특히 대미정책과 북한문제를 둘러싸

고 경쟁과 알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59) 

58) ꡔ경향신문ꡕ, 2011년 8월 23일; ꡔ조선일보ꡕ, 2011년 8월 29일. 
59)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강화에 따른 중·러관계의 변화 및 

전망,” ꡔ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0차 전문가포럼 자료집ꡕ (2011년 10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pp. 31, 32~35.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57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남한,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중재와 주변국들의 동의로 추진되고 있는 3단계 6

자회담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북한은 이미 각각 

두 차례 응하며, 무조건적인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

한은 대북제재 철회,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대북적대시 

정책” 중단을 주장하며 동시행동원칙에 의거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

미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러 삼자 사이에 협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 삼자가 각기 한미일 삼자와 개별적으로 협력을 추구하고 있

다. 작금의 북중러 협력관계의 한계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이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알 수 있

다. 실제 북한은 위 1990년대 말~2000년 때와 같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한미일을 향해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며 

관계개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북중러 협력관계가 한미일과 갈등

관계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Ⅳ. 결론: 북중러 관계 평가와 함의

200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가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양자관계가 냉

전시대의 그것과 같은 수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럼에도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던 북한의 입장에서 과거 

동맹국들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큰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교에서 2000년은 정상외교가 두드러진 해 는데,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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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중국과 러시아 다. 북중, 북러관계의 회복 및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상호 필요와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북한체제의 미래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

관계, 북한의 국제고립 탈피 및 경제재건의 필요,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

는 3국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이다. 

북중러 협력관계의 성격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Ⅲ장에서 던진 

질문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목하 북

중러 협력은 세 양자관계, 특히 북중, 북러간 협력관계의 합으로 파악되

었다. 이 두 양자관계는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

다. 중러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수준과 내역은 한반

도에 묶여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북중러 협력을 다자주의 행동원칙이나 

제도에 기반한 삼자간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앞으로 북중러 3국

간 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수도 있다. 최근 3국간 일부 초보적인 경제협

력 사례와 동시베리아 공동개발의 필요성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

다. 요컨대, 북중러 협력은 현재 일련의 양자 협력의 성격이 농후한 상태

인데, 향후 3국간 다자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는 역내 

‘안보협력(security and cooperation)’60)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용(竝用)할 두 방안임을 말해준

다. 

둘째, 북중러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는 관련 국가간 상호 필요와 전략

적 이해에 따른 일종의 우호협력관계이다. 2000년대 이후 북중러 사이의 

60) ‘안보협력’은 이념적, 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엄존한 가운데 다양하고 상이한 이

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동

서 양진 의 35개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구성해 안보협력을 공

동 추진해간 것이 역사적 기원이다. OSCE, OSCE Handbook (OSCE: Vienna, 2007), 

pp. 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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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준은 과거 냉전기의 동맹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북중, 북러 사이

에는 상호 안전보장 장치로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사문화 되었거나 

폐기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북중, 북러 사이의 협력관계에는 일정한 차

이가 있다. 북중관계는 양국간 지정학, 지경학적 이유가 어우러져 안보

문제와 경제문제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안보문제가 양국관

계를 주도하는 이슈위계(issue hierarch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핵문

제에 관한 양국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북지방을 위시한 북중간 경제협

력도 순수 경제관계라기보다는 전략적 이해에 의해 추진된다고 볼 수 있

다. 그에 비해 북러관계는 북중관계에 비해 두 나라에 그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협의 빈도나 경제협력의 크기가 북

중관계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다. 또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상호 자율

성을 갖고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중관계를 “긴밀한 협

력관계,” 북러관계를 “일반적 협력관계”라 평가해보았다. 결국 북중, 북러

관계는 동맹 아래 수준에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협력관계

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북러관계 발전을 경계의 시선으로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두 양자관계에 협력

적 관여로 대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 판단된다. 

셋째, 북중러가 한미일과 맺는 관계는 구조적이기보다는 상황의존적

임을 발견하 다. 물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중러가 한미일과 대

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중러가 한미일과 

맺는 하나의 관계 유형일 뿐 필연성을 띤 구조적 현상은 아니다. 실제 탈

냉전기 들어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맺는 관계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이후 둘 사이의 대립 상황을 “동북아 신냉전 

부활” 혹은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현상을 본질로 

오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중러 관계 내에 협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 각국이 한미일 각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도 고려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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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양상은 북중러 협력과 한미일 협력

이 상호조화를 이루며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 을 꽃피우는 경우이다. 그

런 짧은 경험을 반추하면서 역내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생각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 접수: 2011년 11월 8일 / 수정: 2011년 11월 21일 / 게재확정: 2011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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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Questions on the Situations of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uh, Bo-Hyuk(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s among three countri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n the 2000s. This paper presents the answers to three 

questions related to relations of three countrie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cooperation of three countries could be viewed as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second is whether North Korea has recovered the 

partnerships with China and Russia. The third is whether the cooperation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ccompanies a conflict wit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following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ly, the recent collaboration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the summation of three bilateral 

partnerships rather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re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re not 

close allies but an amic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is maintained based on 

mutual needs and strategic understandings.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NK-China-Russia and SK-US-Japan is dependent on the situation 

rather than being structural.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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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 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

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 ꡔ코리아 인권ꡕ, ꡔ천안함 외교의 침

몰ꡕ(공저), ꡔ남북관계사ꡕ(공저) 등이 있다. 

between NK-China-Russia and SK-US-Japan since the sinking of the 

Cheonan naval vessel and the incident on Yeonpyeong island. However, 

these relations are temporary for several reasons. A question for the future 

is to explore the conditions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maintain 

harmony and sustainable cooperation. 

Keywords: Relationships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Friendly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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