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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중

관계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10여 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및 글로벌 현안

까지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중관계의 약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균형외교

(平衡外交)’가 깨지고, 한국이 미국에 경사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1)

올해는 한중관계 수교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중관계 미래 30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정과제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신정부 

대중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

1) 「美急于从俄乌方向抽身，正发力针对中国，中方提醒美哪些事不能

碰」, 『路路观察』, 2022年5月24日.

하여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신정부 대중외교의 기본방향2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 추진과 고위급간 

교류 및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 

먼지)･문화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이 사드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국익’, ‘가치’, ‘주권’, ‘정체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2)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도 한국의 대중외교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공동성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

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양국은 중국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인권, 

2) 2022년 7월 26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교 30주년 한중관계의 미래: 

윤석열 정부 대중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김 예 경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간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해 전략적 소통 

유지, 현안별 분리 대응, 주변 제3국 간 관계 설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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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민감한 역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3)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

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

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4) 

지난 5월 23일 중국 외교부도 이를 민감하게 인식

하며 한국의 IPEF 참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외교부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한중관계 주요 쟁점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 원칙’,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가치와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 차이 

먼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며, 한중관계에서도 

‘가치’, ‘주권’, ‘정체성’, ‘상호존중’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 

개념은 한미가 천명한 ‘가치동맹’과 분리해서 생각

하기 어렵다. 동맹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중 양국은 ‘가치’와 ‘상호존중’을 

3)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5월 21일.

4) 玉渊潭天, 「警惕！美国对华“圈套”正在割裂世界」, 『上观』, 2022年

6月3日.

5) 「조현동 외교차관 “한미정상회담 결과 中에도 상세히 설명”」, 『뉴스1』, 

2022년5월24일. 

해석함에 있어 인식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각론에 

있어 이로 인한 갈등 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경제적 이익’이 한국의 

대중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면, ‘가치’에 

대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외교관계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6) 

다음으로 한국이 한중관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호존중’의 원칙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외교

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 ‘상호존중’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정의가 

다르며, 특히 사드관련 ‘3불입장(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에 대한 인식 차가 한중관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7) 

실제로 중국의 환구시보는 ‘3불입장’을 한중간 

‘상호존중’을 실천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내정이나 주권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드의 본질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8)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대중국 외교와 관련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9) 

(2)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은 국제적 위상 제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이라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수립

할 계획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신설하였다. 한미 정상

6) 일부 국내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위

협 인식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현욱,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 『IFANS Focus』, May 10, 2022.

7) Scott Snyder, “China-South Korea Relations Under South 

Korea’s New Yoon Administration: The Challenge of Defining 

‘Mutual Respect’”, Forbes, May 11, 2022.

8) 「中韩关系需要“尊重”，更别忘了“相互”」, 『环球时报』, 2022年3月10日.

9) 「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연합

뉴스』, 2022년4월30일자. 



회담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언급되어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인태전략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에 한국이 주도적

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0) 

한국의 인태전략은 현재 구상 단계에 있으며 구체

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연계성이나 중국과 연관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대별되는 소위 민주주의 국가군이 

참여하고 지키려는 질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태전략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따라 대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인태전략하에 추진되고 있는 IPEF는 

가치 중심의 경제동맹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동맹’은 두 

나라 혹은 수 개국이 방위 혹은 공격을 목적으로 

일종의 조약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IPEF가 경제동맹의 성격이 강할수록 한중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태전략과 관련하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 인태전략을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정책 공조성을 높인다는 데 원칙을 정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정책 전환 속도가 이에 부응

하지 못해 한미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특히 지난 5월 26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중 전략12)을 발표하면서, 

10) Tong Zhao, “How Beijing Views Seoul’s Role in Its Competition 

with Washington in the Indo-Pacific”, Stimson, February 24, 2022.

11) 우정엽, 「한국 신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우려」, 『세종논평』, No. 

2022-01, 2022.6.21. 

12)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peech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y 26, 2022.

‘10년’의 시간을 설정하여, ‘동맹 강화’를 미국이 승

리하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압박도 가중될 

수 있다.13) 

(3) 대만문제와 북한 비핵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가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한국이 

대만문제를 한미동맹의 의제로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14)  

미국은 양안관계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15)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전략 

보고를 발표한 이후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16) 

한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독특한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모호한(ambivalent) 입장을 유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의 

증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금기가 깨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한국이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17) 

대만문제와 관련 미 국방부 산하 ‘다니엘 K. 이

13) 「布林肯的对华政策演讲，这三点值得高度警惕！」, 『牛弹琴』, 2022

年5月27日.

14) Sungmin Cho, “South Korea’s Taiwan Conundrum”, War on 

the Rocks, December 31, 2021.

15) “U.S. Relations With Taiwan(May 28, 2022)”(최종 검색일: 

2022.6.7.), <https://www.state.gov/u-s-relations-with-taiwan/>.

16) 朱穗怡, 「警惕美国对台“战略模糊”走向“战略清晰”」, 『大公报』, 

2022年6月8日.

17) 「美急于从俄乌方向抽身，正发力针对中国，中方提醒美哪些事不

能碰」, 『路路观察』, 2022年5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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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의 성민 

조(Sungmin Cho) 교수는 한국의 대만사태 개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1년 

5월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

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향후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

해야 하는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시사점4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하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경우 한중

관계의 리셋이 불가피하고 한국 외교가 미지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8) 그러나 외교적 수사와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에도 한중간에는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

지고 있고 한중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래 30년의 

논의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19) 한중관계의 

실제와 현실적 고민들이 반영된 미래 구상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관계의 쟁점이 주로 안보, 외교적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간 다양한 

18) 项昊宇, 「迎合美日，韩国外交将陷入迷航」, 『环球时报』, 2022年2月15日.

19) 신정부 출범이후 한중간 고위급 교류는 정상 통화(3.25), 대통령의 국가

부주석 접견(5.10), 외교장관 화상통화(5.16), 국가안보실장-중앙정치국 

위원 통화(6.2),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중 국방장관 회담(6.10),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외교장관 회담(7.7) 등 이다.  

단기 혹은 중장기 현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동맹 강화와 

다변화를 통해 중국 편중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품목 228개 중 172개

(75.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중국을 벗어난 공급망의 자립은 용이하지 

않다.20) 한국의 IPEF 참여 관련 업계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정보의 제한, 반중 연대 함의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 가능성, 새로운 수준의 기준(standard) 도입에 

대한 부담 등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21)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태전략의 수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

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은 인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양자 동맹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22) 체제를 주변국 

역할을 중시하는 소다자협력 강화 시스템으로 전환

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인도, 아세안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셈법도 

상이하다. 이들 국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다양해

질 것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장/단기과제 관련 보고서입니다. 

20)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경제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2022.5.30.

21) 조상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IPEF 업계 의견」, 산업

통상자원부 주최 IPEF 공청회, 2022년 7월 8일. 

22)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