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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5월 20일 (현지 시각) 공표한 ‘대중

장려하고 있다는 미국의 대중국 평가를 제시했다.

국전략보고서’1)는 적혀져 있는 그대로 중국에 대한 ‘경

더불어 시진핑이 주창하는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

쟁적 접근’ (competitive approach) 이상의 사실상

運共同體) 슬로건이 실제적으로는 공산당 주도의 '이념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 (formal announcement)

적 순응' (ideological conformity)을 고취하는데 이

로 볼 수 있다.

용되고 있고, 이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중국의 영향력을 심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Challenges to Our Values)이다. 이는 미중 갈등의

트럼프는 2017년 11월 중국 방문 시 인권문제를 한

성격이 ‘가치 갈등’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이다. 시진핑

번도 언급하지 않아 “중국에 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

주석을 평소처럼 ‘President Xi’라고 하지 않고

지 않은 첫 미국대통령”이라 비판받았는데, 본 문건는

‘General Secretary Xi,’ 즉 ‘공산당 총서기’ 호칭으로

신장, 홍콩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인권문제, 소수민족

부른 것도 미국내 중국전문가그룹이 제기한 호칭관련

탄압, 종교 박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국이 공산국가임을 표시한

경제전선에선 미중 간 디커플링이 이미 와 있는지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란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논란의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맷 포틴저 백악관 국가

‘regime’ (정권)이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

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같은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꽤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리장

시진핑의 2013년 내부 발언인 "자본주의는 소멸할

성 방화벽’ 예를 들며 중국에서 서방 인터넷 사이트의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资本主

제한 등 기술적 비동조화 뿐만 아니라 종교억압, 소수

义最终消亡、社会主义最终胜利)2)을 인용했다. 이 발언

민족 탄압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중국에서 존중받지

은 2019년 4월에서야 공개되었다. 중국이 겉으로는 개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디커플링은 중국이 먼

방된 글로벌 무역체제를 주창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오

저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랫동안 서방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미국 국민 사이에 유

본다. 또한 중국이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세

행하는 반중 정서를 활용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

계에 조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방의 민주주의보다 ”

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

더 잘 작동”(functioning better)하는 정치제도로써

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다시 '정상

1)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시진핑 2013년 발언 원문: "资本主义最终消亡、社会主义最终胜利." 출처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求是, 2019.03.31.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건 시기상
조적인 낙관론이다.

미소(美蘇)간 냉전(冷戰)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열전
(hot war)과 달리, 양군이 직접 무력 충돌하지는 않았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중간 갈등

으나, 두 세력이 군사 동맹, 핵무기, 요인 암살, 군비

은 쉽게 해소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권문제 등으

경쟁, 첩보전, 대리전, 언론전, 그리고 스푸트니크처럼

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우주 진출 및 첨단기술 개발 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서

후보인 바이든은 인권 문제와 관련 시진핑을 “불량배”

로 대립했다. 한국에서 기존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보편

(thug)라고 불렀다. 시 주석은 또 지난해 말 베이징을

적 패러다임은 미중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이

방문한 헨리 키신저에게 "핵심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데올로기적 가치대립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미소가 대

얘기하지 않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겠다는 민

립했던 냉전시대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로 이

주당보다 트럼프를 상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

제 그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다.

수 있다. 종합하면 역사는 이 보고서를 미중 냉전의 시

이번 보고서는 미 정부내 여러 파벌의 중국에 대한
이견이 하나로 수렴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내 온건

작 (onset)을 알리는 또 하나의 ‘X 파일’(the X
Article)로 기억할 것이다.

파가 강경파로 수렴됐고, △백악관내 ‘선거용 강경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보고서의 의미를

(‘차이나 배싱’을 선거에 이용)가 ‘이념적 강경파’ (중국

애써 부인하거나 그 중요성을 폄하하고 싶은 충동을 느

공산당을 본질적으로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낄 수 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보고,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려고 함)로 수렴되었다.

유린당하고 선택을 강요당한 피해의식의 작동이다. 미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태는 여러 파벌의 통

중 신냉전은 한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

합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의 전략은 현실을

보고서는 결론에서 본 문건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시하고 험난한 앞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옵션 (예,

‘근본적인 재평가’ (fundamental reevaluation)라 명

미중간에 헤징, 가치사슬 다변화, 한국의 독자적 생존

시했다.

모색 등)을 모두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나리오마다 한
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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