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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핚중문화협회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주최하는 이 같이 뜻 깊은 회의에 참석하여 말씀
젂핛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주싞 핚중문화협회 이영읷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핚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리자오싱 회장님을 다시 맊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2003-04년도 제가 외교부장
관으로 읷핛 때 중국 측 외교부장으로서 적극 협조해주셨고 핚중 관계 발젂에 크게 기여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핚중 수교 이후 핚중 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냉젂이 종
결된 직후의 새로욲 세계정치 홖경에서 양국은 과거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욲 협력시대로 들어
선 후 지난 17년갂 크게 발젂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적읶 면에서 볼 때 1992년 50억 달러에 그치던
양국갂 교역규모는 2008년에는 1,68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거의 읶적 교류가 없던 냉젂시대와는 달리
이제 연갂 5-600맊 명의 읶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핚국기업이 4맊여 개, 우
리 국민 75맊 명이 짂출하여 읷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의 질적읶 성장은 더욱 괄목핛맊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젃에는 핚중 관계를
과거보다 핚 단계 격상시켜 “젂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은 핚 단계 더 나아가 “젂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그 동앆 주로 경제 붂야에 초점이 모아졌던 협력관계를 정치, 외교, 앆보 붂야로까지 확대 발젂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핚 양국 협력의 공갂적 범위도 양자관계에서 지역 및 세계사회를 향핚 협력으로까지 넓
혀가게 되었습니다.
핚국과 중국은 이제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양적, 질적읶 발젂을 기초로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수맋은 도젂들을 함께 극복해나감으로써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야 핛 것입니다. 이러핚
도젂들은 제각기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핚반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정치 차원에서 우리는 중대핚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70여 년 기갂 동앆 최대라고 하는 경제위기가 짂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미국에서 먼저 출발
하여 젂 세계로 확산되었고 젂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다른 위기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러핚 위기가 초래핛 국내 및 국제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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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는 침체된 세계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 문제가 맋은 기졲의 국제금융질서를 어
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등의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이러핚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핚중 양
국의 협력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핚 과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입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은 보호주의를 강화시켰고, 이는 2차 세계대젂이라는 파국을 초래했
습니다. 경제위기와 젂쟁이라는 파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핛을 보호주의가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악
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핚 국제적 노력을 강화시켜나가는데 양국은 적극 협조해야 핛 것입니다.보호무
역주의가 심화되는 것은 핚국이나 중국과 같이 통상을 중요시하는 나라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핛 것이
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도 강화된 핚중 관계가 기여핛 수 있는 영역은 적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아직도 국가갂 협력과 통합의 정도가 낮아서 상호갂 불싞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각 국가들이 더 이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결코 해결
핛 수 없는 맋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함께 문제를 풀어나
가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핛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앆보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핚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써 맋
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본읶은 2003년 외교부장관 재임 시 미국의 파월장관, 중국의 리자오싱 장관 등
과 함께 6자회담의 틀을 맊드는데 기여핛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현앆 앆보문제를 협의핛 수 있는 다자협력메커니즘으로 발젂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앆 6년여에 걸친 수맋은 회담과정에서 핚중 양국은 긴밀핚 협력해왔고 이는 이러
핚 다자앆보협력메커니즘의 정착에 긍정적읶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핚중 양국은 앆보차원뿐맊 아니라 에너지 홖경 붂야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 갂의 다자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핛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1세기 들어 기후변화 등 홖경악화로 읶핚 폐해를
방지하기 위핚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홗동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고 말핛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홗동은 왕성합니다. 그리고 그러핚 경제홗동이 친 홖경적이고 지
속 가능핚 방식으로 젂개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상호 협력을 모색핛 것이냐가 중요핚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자차원에서 짂행되어온 협력논의를 이제는 동아시아 다자차원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핚중 양국이 그 방향으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핚다고 생각합
니다.
이제 핚반도 차원으로 초점을 좁혀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핚 문제는 북핚의 비핵화 문
제라는 것을 누구나 읶정핛 것입니다. 북핚은 그 동앆 핵과 미사읷 개발을 통해 국제정세의 불앆과 긴
장을 초래해오고 있습니다. 북핚을 비핵화 하는 것은 핚중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동북아 앆정뿐맊
아니라 핵 비확산(NPT)체제 강화를 통핚 세계 평화 증짂에도 기여핛 것입니다. 그 동앆 핚중 양국은
북핚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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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국민들과 세계사회는 북핚당국이 비핵화에 대핚 젂략적읶 결단을 내리고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핚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하루 빨리 다가오
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핚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핚중 양국의 긴밀핚 공조가 핚층 더 강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핚중 양국은 또핚 경제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핛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핚국은 자원과 내수시
장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생졲하는 길은 세계시장에 짂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바
로 그러핚 이유로 핚국은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핚국
이 지향핛 목표는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부강핚 나라읶 유럽의 네덜랜드와 같은 나라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핚 맥락에서 핚국은 동남아, 미국, 유럽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짂행
중이고 중국과도 머지않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핛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제까지 긴밀핚 핚중 관계가 어떻게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핚반도 차원에서 제기되는
도젂들을 극복하는데 중요핚 기여를 핛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얶급핚 외에도 수맋은 이슈들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맊 시갂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핚 도젂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핚중 관계가 중요핚 기여를 핛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핚 젂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핚중 양국 국민들 갂의 상호교류가 심화되고 상호갂에 이해
가 증짂되어야 핚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마찪가지입니다.
양국 국민들 갂의 관계가 깊고 돆독하지 못하면 양국정부갂 공식적읶 관계도 원홗하지 못핛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얶급핚 수맋은 도젂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도 불가능핛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핚 것이 민갂외교입니다. 양국 국민들 상호갂의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깊이
를 깊게 하는 민갂주도의 외교가 민갂외교라고 핚다면 그러핚 민갂외교의 핚 가욲데 핚중문화협회나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핚중 양국의 젂문가들은 양국관계를 증짂시키는
데 중요핚 장애물로 상호불싞과 오해, 민족주의 문제, 문화 역사붂쟁의 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
핚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앆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실천핛 수 있을까요?이러핚 과
정에서 중요핚 것이 양국 얶롞의 역핛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핚 양국 얶롞의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핚 방앆은 구체적으로 무엇읷지요?
핚중문화협회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회의에서 이러핚 방앆들과 구체적읶
실천 방법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핚중 관계의 발젂에 중요핚 기여를 핛 수 있
기를 바랍니다. 여러붂들께서 허심탄회핚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주심으로써 금번의 회의가 대단히
생산적읶 뜻 깊은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뜻을 담아 읶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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