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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再연장 문제 대두
- 중국 돈 3,600억 위안 / 한화 64조원
- 美貨 560억불

한∙중 모두 큰 규모
- 한국 전체 1,168억불 중 47.9%
- 중국 전체 3조위안의 12%
※ 홍콩(4,000억위안) 제외 시 가장 큰 규모

再연장 여부 큰 관심사
- 사드 배치 반대 보복성 조치 일환?
- 「위안화 국제화」 관점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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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리의 특징적 성향
1. 신중: Prudent
- 1989. 등소평, “침착하게, 서둘지 말고, 조급하지 말라＂
2.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 2016. 7.8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두고 「落井下石」的 조치로 비난

- 7.12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3. 실용적: Practical mind
- 黑猫 白描論 / 先富論
- 三個 代表論
4. 꽌시(
, Relationship)
- 제19차 당대회 전후에 이루어진
人事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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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중통화스와프 계약 再연장 조치 분석
[고려사항]
1. “兩 百年의 꿈” 실현 정책 연관
- 2020 小康社會
- 2050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

2. 「親善惠容」 관점의 주변국 관계
3.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對한국 보복성 조치 연관
4 제 19차 당대회보고
- 신형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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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기존 對한국 보복조치 효과
- 상징적, 심리적, 실질적 효과 多大
- 추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再연장 不許가 가져올 “ - 的 ”요소 배제
- 금후 한국측의 Return도 고려 가능

「중국 특색 大國외교」의 길에 부합
- 사드 보복조치 出口 모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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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드 배치 문제와 10.31 합의문 평가
1. 사드 배치 문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부분
- 과도한 관심과 對人民 홍보
- 한국 측의 3 No 입장과 政派的 異見: 사태 악화 빌미

중국 측 반대 논거
-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
- 한∙중관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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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 협의 결과」 발표(10.31)
1) 주요 내용
-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재천명
- 한국은 사드체계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함

2) 문제점
-

교섭 당사자 문제
금후 추진 외교일정 過度 인식(?)
새로운 3 No 입장 표명
중국 상황에 대한 판단 미흡 측면

• 出口 모색 불가피
• 제 19차 당대회 보고: 평화적 발전의 길
- 사드배치 필요 입장 未 반영
- 비정상 상태 초래에 관한 언급 不在
•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未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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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중관계 25년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발전 요인
① 지리적 인접성: 숙명적 관계
② 경제적 필요성
③ 역사 문화적 유대
* 조선족의 역할

④ 한국은 중국 발전 전략의 좋은 Reference
⑤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와 비핵화: 공통 과제
⑥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저해 요인
질서 수립
① 북한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②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
- 한반도 안보 상황 인식 차이
③ 국민 감정적 요소
* 문화유산 소유권 문제

④ 역사 인식 문제
⑤ 해양 경계 문제 및 서해 어로분규
⑥ 기존 국제 정치 경제 질서
* 보편적 질서 준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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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관계의 상호 중요성
What is Korea to China?
① 최 인접국: 親 誠 惠 容
② 중국 발전에 좋은 참고/협조 국가
• 중앙 정부, 지방 정부
• 철강/조선/IT, 농촌개발, 환경, 재정금융 등
③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
④ 주요 교역국(3위), 투자 유치국(5위)
⑤ 핵심 국가이익 저해 가능성 차단 필요 국
• One China Policy/국가 통합/소수 민족 문제
• 미•중관계 설정 영향 국가
⑥ 국제무대에서 협력/협조 증대 대상국

• Emerging Power/신형 대국 관계
⑦ 유교 한자 문화권의 주요국

What is China to Korea?
①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에 중요한 국가
• 북한 도발 억제/차단
② 최대 소비 시장, 가공무역 기지 국가
• 제 1 교역국, 제 2 투자국

③ 북한 문제(북핵/정상국가화) 해결의 파트너
• 한미동맹과 양립
④ 한반도 통일 과정/달성에 큰 영향력 보유 국가
• 통일 한국의 국가적 좌표 설정문제

⑤ 국제무대에서 협조 대상국
• P5 지위, Emerging Power
⑥ 최대 관광 산업 유발 국가
⑦ 문화적 측면: 한자, 유교

• 공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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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기본 방향
- 상호 존중, 호혜 공영
- 상대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한국/중국의 지속 발전/성장은 필연적

- 좋은 이웃(好隣居)
※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 (2013. 6. 북경/2014. 7. 서울)

각자 처한 독특한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대한민국

중국

① 남북 분단 70년

① 중국특색 사회주의

② Established Group
- Universal Value (민주·인권·
언론의 자유)

② 중국의 꿈(中國 夢)

③ Emerging Power
- New International Order

③ Emerging Power

• 2020~ 전면적 소강사회
2050~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
• 신형대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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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나가야 할 방향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 제 19차 당 대회시 내외에 선언:
신형국제관계 구축

- 편견/선입견 없는 이해

•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윈윈

- 주권평등,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정신 준수
•

인류 보편적 가치 중시

•
•

원칙과 상식에 충실
상호 중요성 인식

- 對中國 총력 복합외교 추진
•
•

상호존중∙호혜공영 정신 구현
북한 요소 극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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