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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산실인 ‘동북공정(東北工

程)’의 추진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이

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재점검하고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는 데 목적이 있음.

1. 동북공정의 추진 현황 

○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

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로서, 중국 동북 3성(遼寧, 吉林, 黑

龍江) 지방의 역사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오늘날의 현실 상황과

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임.

○ 동북공정은 공식 출범한 2002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되는 국가비준 프로젝트임.

  

○ 동북공정의 예산규모는 동북 3성이 각각 매년 25만 위안씩 총 375

만 위안,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25만 위안씩 총 125만 위안, 중앙

정부(재정부)가 매년 200만 위안씩 총 1,000만 위안을 출연하여 

합계 1,500만 위안(한화 약 25억 원)에 달함.

○ 동북공정의 주관기관은 중국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

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센터(邊疆史地硏究中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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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영도기구는 고문, 영도소조,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번역소조, 전문가위원회 당안(檔案)소

조, 행정지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북공정의 공동 연구기관은 중앙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

의 당 위원회 선전부 등으로 구성됨. 

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 중국은 ‘우수한 연구진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연구 수준을 제고시

킴으로써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동북공정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과제는 중국강역(疆域)이론연구, 중국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중ㆍ조관계사연구, 중국 동북변강

과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응용연구 등 6개의 영

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번역 및 자료분야는 남북한 학계의 한국역사와 한반도 현상에 관

한 연구 소개와 동북 3성의 역사관련 문건에 대한 성(省)별 정리 

작업으로 구분됨.

○ 1년차(2002) 과제는 27개, 2년차(2003) 과제는 15개, 3년차(2004) 

과제는 16개로 총 58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대부분 2004

년에 연구가 완성될 예정이나, 한ㆍ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

여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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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통일적

으로 형성된 국가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관점과 ‘신중화주

의 문명사관’에 기반 해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음.

○ 이상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여 기존의 고구려사는 중국사

이자 한국사라는 ‘일사양용(一史兩用)’의 관점을 ‘과거는 현재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以古爲今用)’는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고

구려사를 ‘중국 고구려사’로 편입시킴.  

3. 동북공정의 정치경제적 의도

○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의도는 국가통합의 일환으로서, 국가

의 중요 구성 요소인 국민과 영토의 통합을 목적으로 함.

○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 사

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대비임.

○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역사주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국으로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의도를 가

지고 있음.

○ 이상 중국의 의도를 통해 볼 때,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를 학

술화 하여 정치ㆍ경제ㆍ대외전략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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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고려사항

○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수세적이면서 동시에 패권추구적인 성격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함.

○ 한ㆍ중 양국의 합의를 고려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학술적으로 하되, 장기적ㆍ포괄적ㆍ국제적으로 접근해야 함.

○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치문제를 학술화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대응은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민족주의가 대중화주의(great china)로 형성되는 것을 경

계하는 한편,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의 협애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함.

○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화 할 가능성에도 장기적으로 대비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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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중국은 2002년 2월 공식 출범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

사 왜곡을 본격화함으로써 12년 한ㆍ중관계사에서 최초로 심각한 외

교적 마찰을 야기하였음.

- 반중여론의 확산과 우리 정부의 강경한 항의로 한ㆍ중 양국은 

‘5개 구두 양해사항’에 합의(2004.8)함으로써 한ㆍ중간의 갈등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5개 구두 양해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함. 

- 역사문제로 인한 한ㆍ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에 노력함. 

-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과 조치로 정치문제화를 방지함. 

-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함. 

- 학술교류를 통해 해결함.

○ 그러나 동북공정이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중국의 역사왜곡은 지

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북공정은 향후 한ㆍ중관계의 잠재적 갈등요인

이 될 것임. 

- 더욱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동북 국경지역의 안정문제 등 현상

문제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어 인접국인 남북한은 물론 동

북아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의 한ㆍ중관

계를 고려했을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교현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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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산실인 ‘동북공정(東北工

程)’의 추진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재점검하고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목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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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공정의 추진 현황 및 내용

1. 추진 현황

가. 개요

○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 現狀

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로서, 중국 동북 3성(遼寧, 吉林, 黑龍江) 

지방의 역사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오늘날의 현실 상황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임.

○ 동북공정은 공식 출범한 2002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총 5년 동안 진

행되는 국가비준 프로젝트임.

- 동북공정은 1996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이 추진한 동북변경지역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음.

- 이의 일환으로 작성된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동북지역의 안정문

제’에 관한 3차례(1998ㆍ1999ㆍ2001)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

북변경지역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2000년 ‘동북 변강의 민족역사와 현황 연구의 전개’에 대한 당 

중앙의 동의와 지시가 내려진 후 구체화되었음.

  

○ 동북공정의 예산규모는 동북 3성이 각각 매년 25만 위안씩 총 375만 

위안,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25만 위안씩 총 125만 위안, 중앙정부

(재정부)가 매년 200만 위안씩 총 1,000만 위안을 출연하여 합계 

1,500만 위안(한화 약 25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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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의 경제적 현실(1인당 GNP 1,000$)을 감안하면 대형 

프로젝트임.

- 이밖에도 동북지방유적 조사와 정비 및 복원 그리고 사회 인프

라 구축 등에 관련한 예산을 포함할 경우 5년간 200억 위안(한

화 약 3조 원)에 달함.

나. 추진체계 및 인적 구성 

○ 동북공정의 주관기관은 중국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

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센터(邊疆史地硏究中心)임.

- 이 센터에는 동북, 서북, 북방을 다루는 연구 1부와 서남, 남방, 

해양변강을 다루는 연구 2부가 있는데, 동북공정은 연구 1부가 

주도하고 있음.

○ 동북공정영도기구는 고문, 영도소조,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상

무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번역소조, 전문가위원회 당안(檔案)소조, 행

정지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1> 참조).

- 출범 당시 당 정치국원인 리티에잉(李鐵映)과 당 중앙위원이자 

재정부 부장인 항화이청( 懷誠)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서, 동북공정은 당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조직적으로 추

진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뤄린(王洛林)이 영도소조의 주

임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영향력이 강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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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북공정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직 위 성     명 (소속)

고 문
李鐵映(당 정치국원, 동북공정 출범 당시 사회과학원장)
懷誠(당 중앙위원, 동북공정 출범 당시 재정부장

영도소조

王洛林(조  장: 당 중앙위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楊光洪(부조장: 헤이룽장성 당부서기)
全哲洙(부조장: 지린성 당부서기/당시 부성장)
趙新良(부조장: 랴오닝성 정협 부주석/당시 부성장)
馬大正(부조장: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센터 연구원)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

馬大正(주  임: 지도소조 조장 겸직)
秦其明(부주임: 중국사회과학원 판공실 주임, 연구원)
厲  聲(부주임: 지도소조 비서장 겸직)
王  正(위  원: 중국사회과학원 학술비서/연구원)

전문가위원회

李傳勛(헤이룽장대학 러시아 연구소 소장) 
魏存成(지린대학 문학원 동북변강역사와 강역 연구중심 소장)
胡玉海(요녕대학 역사학과 주임) 
成崇德(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소장, 교수) 
王  正(중국사회과학원 학술비서/부국장급, 연구원)
郝時遠(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소장, 연구원) 
王  巍(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于  沛(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연구소 소장, 연구원) 
潘春良(헤이룽장성 선전부 부국장) 
步  平(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연구원) 
弓  克(헤이룽장성 선전부 부부장)
邴  正(지린성 사회과학원 원장, 연구원) 
常衛國(랴오닝성 선전부 부부장) 
趙子祥(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원장, 정협 상무위 부주석)
劉厚生(중국변경역사와 사회연구 동북공작참 참장, 교수) 

전문가위원회
번역소조

張  英(지린성 조선반도관계 연구소, 한국어) 
孫啓林(동북사범대학 교수, 한국어)
宿豊林(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어) 
王復士(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러시아어)

전문가위원회
당안소조

厲  聲
吳元豊(제1역사 당안관 만주부 주임)
趙煥林(랴오닝성 당안국 국장 겸 랴오닝성 당안관 부관장)
張志强(지린성 당안국 역사당안처 처장)
梁爾東(헤이룽장성 당안국 편연처 처장)

실무진
李國强(주  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센터 연구2부 주임, 연구원) 
劉  爲(중국사회과학원 변강센터 연구부 부연구원, 종합처 부처장)
李大路(중국사회과학원 변강센터 종합처 주임) 

출처: <http://www.cass.net.cn> (검색일: 200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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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운영기구인 전문가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조정, 그리고 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주임은 변강사지연구센터의 연구원인 마다정(馬大正)임.

○ 동북공정의 공동 연구기관은 중앙의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의 당 

위원회 선전부 등으로 구성됨. 

- 지방의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지린성ㆍ랴오닝성ㆍ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의 성 정부와 당 위원회, 성 사회과학원 및 동북지방 

소재 대학인 통화사범대학, 지린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지방 참여 기구

성 참   여   기   구

지린성

- 지린성 사회과학원
- 지린성 성정부 산하 공식조직으로 조선반도관계연구소 설립(2003년)
- 지린성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센터
- 지린성 고구려학회
- 지린대학
- 北華대학(고적연구소)
- 옌벤대학(중조한일관계사연구소/민족연구소)
- 동북사범대학(역사학과 權赫秀/조선 한국학 연구중심 주임 孫啓林/중한교 

육비교연구중심/민족과 강역 연구중심/동북변강민족연구소(소장 劉厚生) 
- 창춘사범학원 동북아연구소
- 지린성 민족연구소(역사학과 程妮娜)
-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楊春吉, 耿鐵華)

랴오닝성

- 랴오닝 대학
- 선양 동아연구소 (주임 孫進己)
- 랴오닝성 동북 변강역사와 현상 연구중심
- 따렌대학 동북변강연구중심(중국동북지방사연구중심)

헤이룽장성
- 헤이룽장 대학 만어 연구소
- 헤이룽장 민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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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주요 연구 과제

○ 중국은 ‘우수한 연구진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연구 수준을 제고시킴으

로써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동북공정의 주요 임무 중

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순진지(孫進己), 겅티에화(耿鐵華) 등이 권위자임.

   

○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과제는 순수 연구와 번역 및 자료정리로 구분됨.

- 연구분야는 중국강역(疆域)이론연구, 중국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

족사 연구, 중ㆍ조관계사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응용연구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번역 및 자료분야는 남북한 학계의 한국역사와 한반도 현상에 

관한 연구 소개와 동북 3성의 역사관련 문건에 대한 성(省)별 

정리 작업으로 구분됨.

- 연구내용은 한국역사와 한반도 관련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년차(2002) 과제는 27개, 2년차(2003) 과제는 15개, 3년차(2004) 과

제는 16개로 총 58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대부분 2004년에 

연구가 완성될 예정이나, 한ㆍ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응용연구는 현실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내용으로 추론됨.

- 세부주제로 발해국사, 고구려의 귀속문제연구, 국제법과 중ㆍ조

국경문제연구 등이 있음(<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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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북공정의 연도별 선정과제

연  도 선   정   과   제

1차년도

(2002)

27개

흑룡강통사/ 20세기 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 호태왕비1580년/ 중국동북

과 러시아경제관계사/ 발해국사/ 기자와 기자조선연구/ 러시아 동부이민 

개발문제연구(1861～1917)/ 발해사론/ 중국동북 고민족 발달사/ 중한상

관 성씨 족원(族源)고론/ 민국시기 동북지방정부치변(治邊) 연구/ 근대중

국 동북지구의 국제이민문제연구/ 간명고구려사/ 동북민족구역 설치연구/ 

역대 중국왕조의 동북치변연구/ 국제법과 중ㆍ조변경쟁의문제/ 청대 변강

성진연구/ 삼국사기 상주(詳注) 및 연구/ 백두산지구역사와 문화 및 그 

귀속문제연구/ 동북 한족인구사연구/ 중국역대 동북변강 통치사상연구/ 발

해이민의 통치와 귀속연구/ 청대 압록강유역의 봉금( 禁)개발연구/ 압록

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지조사연구/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 동북변강다

민족문화교류와 융합/ 만주국시기 동북변경충돌과 국경업무교섭연구.

2차년도

(2003)

15개

근대이래 러시아ㆍ일본의 중국동북 역사지리에 대한 조사연구/ 고구려 

민족과 변천/ 청말 동북변경의 조선족 이민과 간도 문제연구/ 조선반도 

민족국가의 기원과 발전/ 말갈, 발해와 동북아 각국ㆍ민족관계사 연구/ 

명대 동북강역연구/ 명대 동북변경민의 조선이민연구/ 고구려 족원과 강

역/ 동북변강 강역문제 연구/ 발해 유적지 현상조사연구/ 중국과 러시아 

동변변계연혁 및 계무(界務) 문제연구/ 변강의 담론과 담론의 변강/ 러시

아의 아태정책방향과 중러지역합작/ 연변지역 국제혼인 문제연구/ 동북변

강지역 사회 안정 문제연구. 

3차년도

(2004)

16개

중국국가ㆍ강역ㆍ변계이론문제연구/ 고대중국의 주변 제족ㆍ국에 대한 

관념과 근대적 변천 연구/ 봉건시기 번속ㆍ속국ㆍ조공제도연구/ 동북변강

역사의 형성과 변천연구/ 동북변강의 영토ㆍ국경교섭ㆍ국경조약 문제연

구/ 역대 동북변강이민과 이민정책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명청 시기 동북

의 족군(族群)의식과 변강사회연구/ 고조선의 역사ㆍ족원ㆍ문화연구/ 고

구려 족원과 유민의 거취문제연구/ 고구려의 귀속문제연구/ 발해의 족원

과 유민의 거취문제연구/ 발해국의 귀속문제연구/ 조선반도고문명의 기원/

조선반도의 국ㆍ족연구/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의 민족정책 비

교연구.

출처: <http://www.cass.net.cn> (검색일: 200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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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왜곡 내용

○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형성된 국가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관점에 기반 해 한국의 고

대사를 왜곡하고 있음.

- 여기에다 최근 중화문명의 유구함과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대내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을 내포한 ‘신중화주의 문명사관’이 투

영되어 있음.1)

- 따라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형성하는 데 공헌한, 현재 

중국의 국경 내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민족이

고, 그들의 역사 역시 중국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임.

○ 이상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여 기존의 고구려사는 중국사이

자 한국사라는 ‘일사양용(一史兩用)’2)의 관점을 ‘과거는 현재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以古爲今用)’는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고구려사를 

‘중국 고구려사’로 편입시킴.  

○ 구체적으로 중국의 한국 고대사에 대한 왜곡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음.

1) 최근 중국은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은 전설상의 시기인 하ㆍ상의 역사를 실제화시킴으로
써 중화민족의 뿌리인 화하(華夏)족과 화하문명의 연원을 확대하려는 국가차원의 역사프
로젝트인 ｢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2) 이 논리에 의하면, 고구려 수도가 평양으로 천도되기 이전의 역사는 중국 역사이고 천도 
이후의 역사는 한국사이며, 고구려 유민과 영토의 3/4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기본적으로 중국사이고 부분적으로만 한국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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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내용

국 가 왜곡 내용 역사적 사실(한국의 반론)

고조선
- 중국의 지방정권인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 한반도를 지배함.

- 기자조선은 허구이며, 한반도에 독자적

인 청동기 문화가 존재함.

고구려

- 고대 중국 중앙정부에 귀속(歸屬)시킴.

- 조공 및 책봉관계로 이루어진 지방정권임.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국내통일전쟁임.

- 고구려 유민의 대부분이 한족으로 편입됨.

- 고구려와 고려는 계승관계가 없음.

- 고대 한국의 독립국가임.

- 조공과 책봉은 고대국가간 외교형식임.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국제전쟁임.

-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발

해와 신라로 편입됨.

- 고려인은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했음.

발해

- 고구려 유민이 아닌 말갈족에 의해 수립됨.

- 조공 및 책봉관계로 이루어진 중국의 지방

정권임.

- 발해와 고려는 계승관계 없음.

- 발해는 고구려와 비슷한 풍속을 유지했음.

- 발해는 황제와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음.

- 고려는 발해의 유민을 적극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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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북공정의 정치경제적 의도

○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대내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안

정적 통합ㆍ동북지역 사회의 안정ㆍ동북지역의 개발로, 대외적인 차

원에서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로 구분할 수 있음.

1. 국가의 안정적 통합

○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의도는 국가통합의 일환으로써, 국가의 

중요 구성 요소인 국민과 영토의 통합을 목적으로 함.

-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동북지역을 포함, 전 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4개 자치현, 1700개 민족

향 등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의 거주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통합은 중국에 매우 중요함.

○ 중국은 동북공정의 목표로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안정을 명시하고 있음.

- 동북지역의 불안정은 다른 소수민족 지역의 불안을 야기시킴으

로써 결국 전 중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동북공정 영도소조의 부조장인 취앤쩌주(全哲洙)도 동북변강문

제는 학술문제이자, 영토와 주권이 관련된 정치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소련 해체의 영향을 받은 신쟝(新

疆)위구르 지역의 분리ㆍ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

북공정(西北工程)’을 추진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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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에서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나 중화민족의 논리는 중

국역사의 통일성과 민족단결을 통해 국민통합이나 영토통합을 달성

하려는 의도임.

- 중국은 동북지방을 중국 변경지방의 일부이며 동시에 통일적 다

민족 국가에서 분할될 수 없는 구성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음.

- 동북공정의 이러한 의도는 199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이 국민통

합을 위한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던 점과 같은 맥락에 

있음. 

2. 동북지역 사회의 안정

○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에 대한 대비임.

-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최초로 동북지방문제에 대한 연구에 관심

을 갖게 된 시점(1995)도 1차 북한 핵 위기 직후였음.

-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간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이유도 

조선족 사회 및 동북지역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음.

○ 한중수교(1992) 이후 남한주민의 활발한 왕래와 선교활동, 고조선ㆍ고

구려ㆍ발해 등의 유적답사 등에 따른 조선족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

해 동북공정을 추진함.

-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만주도 한국 땅

이라는 남북한의 일부 학자나 정객(政客)의 주장이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인식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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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조선족의 한국화 현상이 중

국공민으로서 조선족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함.

- 한국의 재외동포법안이나, 한국에서 있었던 조선족의 국적회복

운동이 중국을 자극함.

-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 8월부터 ‘조선족의 역사는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역사관, ‘조선족은 다양한 민족 속에서 살고 있다’는 

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조국관 등 조선족에 대한 

‘삼관(三觀)’정책을 실시하며 조선족의 정체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차 북핵 위기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영향이 동북지

역에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임.

- 북한의 탈북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 조선족, 남한주민 등이 어

우러져 동북지역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거나 국제난민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임.

3. 동북지역의 개발토대 마련

○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역사

주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북변방지역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듯

이, 동북공정 역시 동북대개발의 일환임.

- 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동북지역에 약 100여개의 개발프

로젝트에 610억 위안(한화 약 9조 원)을 투입하는 ‘동북진흥전

략(東北振 戰略)’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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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강( 康)’사회의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적 

발전전략을 강조해 온 후진타오 정부는 동북대개발을 통해 동북지역

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 중국이 밝힌 동북공정 추진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10년간 중요

성이 증대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에 동북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는 점을 들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을 동북지역의 개발과 연계시키고자 함.

4.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 중심국으로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전쟁 상황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장기

적인 대비임.

○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면서 한반도 영역까지 중국의 역

사적 연고권을 부여한 점에서 볼 때, 동북공정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에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1961년 맺은 중조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음.

- 중국은 2003년 동북국경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북ㆍ중 접

경 지역의 경비를 무장경찰에서 15만의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탈북자의 처리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더욱 용이해졌음.

- 북한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역사

적 왜곡작업’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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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통일 이후 영토문제로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동

북공정을 통해 남북통일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비임.

- 간도 영유권 분쟁 시에 대비해 역사적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임.

○ 이상 중국의 의도를 통해 볼 때,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를 

학술화 하여 정치ㆍ경제ㆍ대외전략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임.

-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국내적ㆍ대응적ㆍ수세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으나, 주변국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

로 공세적ㆍ패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북지역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면서 중국 주도하의 동

북아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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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고려사항

○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수세적이면서 동시에 패권추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함.

- 동북공정은 2006년까지 예정되어 있음.

- 특히 한ㆍ중 양국이 합의한 ‘5개 구두 양해사항’의 이행을 지속

적으로 확인해야 함.

○ 한ㆍ중 양국의 합의를 고려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학술

적으로 하되, 장기적ㆍ포괄적ㆍ국제적으로 접근해야 함.

- 고구려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및 국제학술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한국의 고대사 관련 연구만이 아니라 한ㆍ중관계사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치문제를 학술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

의 간접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

고,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남북경제 교류와 협

력을 확대해야 함.

- 통일 이후의 영토문제를 대비해 간도협약 및 국제법에 대한 관

심을 증대해야 함.

- 다만, 간도영유권 주장,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대만과의 정치교

류 복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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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민족주의가 대중화주의(great china)로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

는 한편,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의 협애한 민족주의

가 강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함.

- 탈북자 및 조선족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화 할 가능성에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함.

-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될 중ㆍ미간의 갈등 및 협력관계를 잘 활

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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