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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경쟁전략’과 ‘비용부과’1)
김 태 현*
❖요 약❖
본 논문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
을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과 ‘비
용부과(cost-imposing)’의 관점으로 분석
한다. 경쟁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제
시한 것도 아니며 미국의 군사전략 전통에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비용부
과’를 지향하는 경쟁전략은 냉전기 미국이 소
련과 경쟁에서 적용했던 핵심 전략이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전
면적 무력분쟁보다는 최대한 확전을 회피하
면서 억제하는 방책을 선호할 것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인 약점에 겨

냥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평시 ‘경쟁전략’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전면전보다는 분쟁 이전 단계의 ‘회
색지대’의 제한전에 대비하는 맥락에서 군사
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려 할 것이며, 병행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
쟁전략의 큰 틀로 수렴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요소로서 국방전략서에
서 첫 번째 노력선으로 제시한 ‘치명적 군사
력’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 운용’과 ‘건설’
방향을 분석한다.

핵심어: 경쟁전략, 비용부과, 미중경쟁, 회색지대, 기정사실화, 군사력 운용과 건설

Ⅰ. 서론
트럼프 시대 미국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안보전략개념을 제시한
가운데 중국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
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표한 이래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군사전략서(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 핵태세검
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사일방어보고서(MDR,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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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Review),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차례로 발간하면서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과 ‘장기 전략경쟁’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지만(DoD 2018, 4), 군사적으
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나 ‘재균형’ 전략과 차별적이지 않으며 안보전략으로서 비전이 빈약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군사전략을 해석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 대외적으
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전략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강
석율 2018).
국방전략서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도 비판이 일었다. 의회 특명
평가위원회(NDS Commission 2018, 26-27)는 국방전략서(2018)가 중국과 러시
아를 우선 위협으로 판단한 것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방전략서 원문과 공개본
어디에도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 ‘경쟁적 공간(competitive space)’을 구체화한
방법론을 식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도 2019년 에스퍼 국방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재차 지적하였는데,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작전개
념’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Esper 2019, 5-7).
사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들은 적지 않다. 무엇
보다 국방전략서가 제시한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국방전략서는 기존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경쟁’
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접근’과 ‘경쟁적 공간’을 제시하였다(DoD 2018). 그러면서 동적 전력운용
(DFE, Dynamic Force Employment)과 전지구적 운용모델(GOM, Global
Operating Model)과 같은 전력운용 개념이 제시되는 한편, 전력건설 분야도 재래
식 전력과 핵·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전력 현대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다 중국
의 반접근·거부(A2/AD)에 대응하기 위한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이 발전되고 있어 미국 군사전략 성격을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국방전략서가 발간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미국이 발간한 각종 전략문서에서
언급되는 핵심적인 전략개념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시도는 한국에 절실하다. 무엇
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장기적 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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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사전략을 전망하는 것은 한국의 균형적 입장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흩어진 여러 구슬을 하나의 실에 꿰어 보배를 만들 듯’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경쟁공간’, ‘작전적 불확실성’, ‘동적 전력 운용’, ‘전 지구적 운용모델’,
‘다 영역작전’과 같은 산재한 개념을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장 미국적인 사고방식’과 군사전략의 전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경쟁전략’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비용부과(cost-imposing)’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상대에게
‘비용부과’를 지향하는 경쟁전략은 냉전기 미국이 소련과 경쟁에서 적용했던 전략으
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며 미국 군사전략의 전통에서
새로운 개념도 아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쟁전략’의 개념에 주목하고,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의 ‘지속
적’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 약점에 겨냥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평시 ‘비용부과’에
주안을 둔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분쟁을 억제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은
‘회색지대’의 제한전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할 것이나, 이러한 노력도
모두 중국의 비용부과라는 경쟁전략의 큰 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는 미국 국방전략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노력선인 ‘치명적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 운용’과 ‘건설’ 방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군사전략의 숨은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전략문서 집필과정에
참여했던 국방전문가들과 군 지휘부의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기록,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보고서, 각종 군사교리를 교차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논문은 우선 2장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강대국 전략인 ‘경쟁전략’과 ‘비용부
과’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트럼프 행정
부의 대중국 경쟁전략의 태동 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발전과정을 군사력 ‘운용’과 ‘건설’에 주안을 두고 분석하며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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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경쟁전략과 비용부과
1. 경쟁과 경쟁전략의 개념
경쟁전략의 개념은 경쟁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쟁(competition)은 사전
적으로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국립국어원 2020),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거나 격퇴하여 어떤 것을 확보, 승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Oxford Dictionary 2020). 국가 관계에서 경쟁은 정치적 현
실주의의 논리를 따른다. 자국의 안보증가가 타국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국가 간 불균등한 힘의 배분은 ‘생존’을 동기로 하는 국가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Waltz 1979, 88). 여기서, 국가는 ‘위협인식’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자신이 인식하는 안보 취약성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Jervis
1976), 국가행위자는 지속적으로 타국과의 ‘경쟁능력’을 유지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군사적으로 바꿔 말해보면, 경쟁은 군사 능력과 대안에 있어 경쟁자
간 ‘우위적 격차’를 창출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쟁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목표를 둘러싼 의지의 대립’을
지칭하면서도 반드시 물리적 충돌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쟁은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쟁이 반드시
적대관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연결될 것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경쟁 관계에서도 경쟁자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경쟁은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제한전에 국한될 수도, 혹은 분쟁이 없는
순수한 경쟁 상태로 지속할 수도 있다.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해답의 과정이 바로 ‘경쟁전략’이다.
경쟁전략은 상대를 반드시 격퇴, 파괴하는데 주안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국력과 군사력의 증가를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것을 방치하면 나의 능력
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전략은
상대 능력보다 결핍되는 자국 능력을 보완하거나, 상대 능력을 자국 능력보다 열세
하도록 만들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안을 둔다. 성공적 경쟁전략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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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존 수호와 분쟁억제를 넘어 장기경쟁 이후 최종적으로 타국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The White House 2017, 3). 이처럼 경쟁전략은 손자병법
의 ‘부전승(不戰勝)’ 사상,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의 ‘적의 반응을 촉진하는 의지의
투사’라는 평시 전략 흐름과 일치한다(Lee 2012, 28-29).
경쟁전략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하려고 했던 대표적 전략가는
미국방부 총괄평가국(ONA, Office of Net Assessment)의 주역인 마샬(A. Marshall)
이었다. 마샬은 협력적 정치가 유지되는 평화 상태를 ‘평시’로 규정하고, 정치 실패
로 인해 적대관계가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국제질서관을 비판했다(크레피네비치 2019, 10). 마샬은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
이 국제정치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했으며, 일상에서 치열한 음모와 간계가 지속하는
‘경쟁’을 평시 상태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쟁적 세계질서’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국방분석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샬의 경쟁
적 사고는 미국 전략사상에 내재한 ‘비용부과’와 맥을 같이한다(Ellis 2016, 4).
셸링(Schelling 1967, 105)은 ‘우리가 위협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방책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 ’적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경쟁적 전략은 1980년대에 체계화되었다. 1981년 ‘평시 소련과의 경쟁’을
제목으로 한 국방지침서에 소련에 ‘비용을 부과’하는 구상이 포함되었고(Marshall
1988, 4), 1983년 안보지시는 ‘효과적 경쟁’으로 소련 팽창주의를 봉쇄할 것을 주문
하였다(NSDD 1983). 1983년 미국은 ‘미소 전략군: 총괄평가’ 보고서에서 ‘자원
제한’을 고려하여 국가전략, 군비통제, 신기술 요소를 망라하여 ‘경쟁적 우위’를 창출
할 것을 강조하였다(OSD 1983, 24). 이 보고서는 소련 무기체계의 핵심요소를 ‘쓸모
없게 만드는 방책’을 건의하고 미국 기술 우위에 대한 소련의 두려움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 ‘비용부과’ 전략의 정점을 찍은 것은 1986년 ‘경쟁전략 구상(CSI,
Competitive Strategies Initiative)’을 채택하면서다. 미국방부는 ‘소련과 장기경
쟁’에 초점을 둔 전략을 공식화하고 경쟁전략국(CSO)을 신설하는 등 경쟁전략을
핵심 기조로 채택했다. 미국은 경쟁전략을 전략기획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통해 연구
개발-획득을 구조화하고 국방기획절차(PPBS)에 변화를 기대했다.
종합해보면, 경쟁전략은 냉전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한 안보전략, 또는 국방전
략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정책개념이다. 경쟁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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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미 국방부 공식 문서에 반영된 것은 1986년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오랜
군사전략 전통에 내면화된 일종의 문화와 관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경쟁
전략이란 과정로서 ‘소련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전략을 수립하
고 평가하는 체계적 전략사고 방법’을 의미하는 동시에, 산물로서 ‘미국이 소련과
경쟁에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계획 혹은 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Andre 1990, 3).

2. 경쟁전략의 목표와 특징
경쟁전략은 ‘제한적’ 목표를 추구한다. 경쟁전략은 전면적 파괴, 정권 교체와 같은
절대 목표보다는 억제와 현상유지에 주안을 둔다. 경쟁전략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
여 적의 결심을 변화시키고, 경쟁 우위를 장악하여 ‘강자 입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
려 한다. 경쟁의 본질이 경쟁 관계에서 능력과 대안의 ‘이익 격차’를 창출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본다면, 경쟁전략의 목표는 자국의 ‘지속적인’ 강점을 경쟁자의 ‘지속적
인’ 약점에 겨냥하여 경쟁자로 하여금 비효율적·비효과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냉전기 미국의 대소련 경쟁전략의 목표는 제한적이었다. 미소 간 핵무기에 의한
상호확증파괴와 상호억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된 관심은 재
래식 제한전쟁에 있었다. 핵 확전과 같은 절대전쟁은 상상하기도 부담스러운 시나리
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부과’의 목표는 소련의 침략 의도를 단념시키는 데
있었다. 미국방부가 경쟁전략구상을 공식화하고 ‘공세 조치’를 취했던 국면에서도
미국 목표는 ‘억제’였다. 경쟁전략은 경쟁을 안정적이고 덜 위험한 영역으로 유도하
고, 소련이 비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Andre 1990, 4).
칼루치(Carlucci 1989, 47)는 경쟁전략이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기보다 ‘소련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쳐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고, 마샬도 ‘미국의
입지를 향상하고, 적의 결심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하였다
(Manea 2014). 제한적 의도와 달리 경쟁전략이 소련 붕괴를 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제한적’ 의도가 소련의 ‘전면적 붕괴’를 견인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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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략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쟁전략은 특정 경쟁 세력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경쟁자로 수용할 때 비로소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경쟁비용이 더 크다면 ‘묵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최상의 경쟁자는
합리적 행위자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쟁자도 ‘경쟁적 관점’으로 경쟁을 하며
때로는 비합리적·비대칭적 방식으로 우위를 추구하는 ‘복잡한 적대자’일 수 있다
(Mahnken 2012, 7-8). 이 때문에 효과적 경쟁전략은 적대세력의 ‘지속적 성향’을
포착하여 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 이익, 목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자극을 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경쟁전략은 ‘자원제약’에 주목한다. 모든
국가는 자원 제한 속에서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전략경쟁에 내재한 ‘불확실
성’을 다루려 한다. 이 때문에 경쟁국들은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상대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강점을 지향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 영역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변수를 ‘측정 가능한’ 변수로 치환하여 해결방책을 분석하는 ‘체계분석
(system analysis)’이 동원되기도 하며, 질적 분석에 더욱 주안을 두는 ‘총괄평가
(net assessment)’가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적대 국가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억제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렛대 영역을 식별하는 것은 지속적인 적의 약점과 지속적인 자국의 강점을 식별하
는 노력과 연계된다. 여기서 지속적 강점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 국가들의 국방기획
범위를 뛰어넘는 장기적 사고를 요구한다(Mahnken 2012, 7-8). 또한, 지속적 강·
약점 식별은 무기체계와 기술 요소를 넘어서 정책과 전략(억제, 전력 운용), 계획,
군사교리·작전개념·전술, 조직, 교육훈련 요소를 망라한다. 예를 들어, 1986년 ‘경쟁
전략 구상’에서 미국은 소련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개발하는

① 적으로 하여금 덜 위협적 전력과 교리로 전환하도록 영향, ② 적들로
하여금 쉽게 격퇴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도록 유도, ③ 적의 현존능력 퇴화(비용
부과), ④ 지속적 강점영역 구축(경쟁여건 조성), ⑤ 경쟁자에게 예기치 않은 충격적
데 있어,

군사 능력 현시, 또는 경쟁자의 군사 능력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게 만들기(교
리, 계획, 무기) 등의 효과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Andre 190, 4).
넷째, 경쟁전략은 기술적 요인을 대전략으로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군사기술
요소는 적에 대한 비대칭적,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것으로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쟁적 열등감을 심어주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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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 후반까지 미국 국방예산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는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1970년 후반부터 소련은 잠수함 건조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미국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숙성 향상기술과 수중센서 기술로 소련 잠수함 탐지능
력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크레피네비치 2019, 10).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경쟁전략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취한다. 엑크만(Ekman
2014, 4)에 따르면 경쟁은 ‘묵인, 경쟁 수용, 효과적 경쟁, 비용부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능동적 형태의 경쟁은 ‘비용부과’이다. 경쟁전략
은 자국이 강점을 점하면서 적의 약점이 노출된 영역을 식별하여 자국에 유리한
‘불이익 격차’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성공적 비용부과는 자국이 적보다 ‘비용의 고통’에 더 시달려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경쟁전략의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3. 비용부과
비용부과는 경쟁전략의 가장 적극적 형태로 적에게 불리한 경쟁을 강요하여 커다
란 시련을 유발하는 계획, 태세,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전쟁 이전(ante bellum)의 경쟁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냉전기를 거쳐
오바마 정부에서도 비용부과 전략은 전략가의 관심을 환기했다. 국방검토보고서
(QDR)는 ‘비용부과’에 기반을 둔 경쟁적 접근을 반영하였고 방위사업청(DARPA)
도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을 준용하였다. ‘비용부
과’라는 개념은 미국 군사지휘부에서는 ‘일상용어’로 쓰일 만큼 무기체계와 같은
군사력 ‘건설’뿐만 아니라, 배치 및 작전개념과 같은 군사력 ‘운용’을 결정하고 기획
하는 업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Ekman 2014, 1).
비용부과 전략은 제한적 목표를 추구한다. 비용부과는 적 의사결심 체계를 변화시
켜 전략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적을 타도하는 클라우제비츠식 절대전쟁
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시전략과 차이가 난다. 비용부과는 경쟁자를 격퇴하
기보다 억제, 강압하는 목적으로 ‘잠재적’ 군사력 사용에 방점을 둔다(Mahnken
2014, 6). 평시 전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연구개발과 새로운 능력을 노출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문제는 평시 전략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전시보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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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다는 점이다. 전시에는 작전적 승패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만, 평시 전략의
영향력은 수년이 지나도 측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효과를 기반으로 차후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하워드(Howard 1974, 4)는 평시
전략이 ‘평화의 짙은 안개 속을 헤쳐가는 배의 항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비용부과는 무슨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최대 효과를 낼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모든 경쟁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국의 의도와 능력을 탐색하는 ‘영리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경쟁자
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과 시간을 택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용부과 전략은 군사경쟁의 핵심 단계로서 자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감내하게 하면서 상대에게 강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1966년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전략폭격기를 도입하는 명분으로 비용부과를 제시한 적이 있다. 미국은
우월한 제조능력, 해외 기지가 제공하는 외선(exterior lines)의 이점, 숙련된 조종
사, 기술 우위(레이다, 항법장치, 스텔스 등)를 이용하였다. 미국은 이후 25년간
개발한 다양한 유형의 저고도 타격수단(침투기, B-2, 순항미사일 등)으로 소련의
불안을 자극했다. 마샬은 소련이 외부 침입을 국경 내부로 절대 허용하지 않는 전략
문화에 착안하여 소련이 긴 국경선을 방호하도록 강요하고 이로써 대규모 방공체제
를 구축하도록 강요하였다. 소련은 10,000기의 지대공 미사일체계, 조기경보 및
화력통제 레이다체계, 수 만기의 방공포병, 적어도 15개 유형의 전투기 체계를 개
발, 배치하였다. 소련은 12,000마일의 국경을 방호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하
였다(Greenwalt 1988, 66). 여기에는 미국이 폭격기를 강화한다면 소련은 첨단
방공체계 유지에 대규모 재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크레피
네비치 2019, 10).
주지할 점은 비용부과 전략을 과도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용부과는
기술, 자원, 인적 인프라 면에서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할 만큼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경쟁전략은 자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있어 다양한
방책들이 적에게 어떤 비용을 부과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쳐 전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주어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만드는 효과를 겨냥 한다. 다만, 성공적 경쟁전략은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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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아측에 유리하여지도록 만드는 계략이 중요하다. 좋은 전략은 적의 의사결정
체계에 영향을 미쳐 적의 전략적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아측에 가용한 경쟁적 대안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하며, 주도권을 보유하
면서 경쟁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경쟁적 접근
1. 미국의 경쟁 관계로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 영향력 약화에 대한 전망은 경쟁적 접근을
부추긴 요인이다. 2010년대부터 미국에 의한 단극 질서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전망
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2012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30년경 미국 영향력이 ‘동등한 가운데 최고’로는 남을
수 있겠지만, 미국 헤게모니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였다(NIC
2012). 이에 반해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분쟁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중국에
는 경제적으로, 미국에는 안보적으로 접근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 팽창정책을
공개적으로 가시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은 ‘중국몽’을 내 열고 2017년 제19

→ 사회주의 현대화

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2035년)

강국 건설(2050년)의 2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지향
하며 ‘일대일로’와 ‘강군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초강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2019
년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구축’의 임무라고 밝혔
다(SCIO of the PRC 2019, 1-5). 시진핑의 ‘일찍 터뜨린 샴페인’이 미국의 경각심
을 일깨우는 전략적 실패라는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굴기’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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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적극적 방어’에 기반을 둔 군사전략은 미국에 도전적이다. 마오쩌둥(毛澤
東 2002, 246-247)의 전략사상을 계승한 ‘적극적 방어’란 힘을 발전시키는 동안에
는 전략적 방어를 견지하고 힘이 우위에 있을 때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는 전략개념
으로, 중국군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방어태세를 지향하지만, 침략자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적 공격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DoD 2019a,
2-3). 중국은 적극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무력분쟁 이전단계’에서 고도로 계산된
강압 활동, 즉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미국은 인식한다.
중국은 전 세계적 배치와 태세를 강조하면서 역외 방어와 개방된 해양 방호를 지향
하고 광역화된 작전영역으로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여론전, 심리전, 법리전
등 ‘3전’을 강조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인국경, 북중국경에서 ‘영토주
권’을 주요 사명으로 제시하였다(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9).
적극 방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중국의 하위 군사전략은 A2/AD로 간주된다.
A2/AD는 ‘중장거리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작전영역 내부로 적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A2(Anti-Access, 반 접근)’, 그리고 ‘단거리 무기로
작전영역 내부에서 적 세력의 작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AD(Area Denial, 지역거부)’가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 A2/AD 전략은 해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므로 미국을 상대로 해상작전을 수행할 때 ‘원해로부터 근해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공세적 해양방어 전략이다. A2/AD 전략의 목적은 적 정보우세
능력 마비와 무력화를 통해 적의 전장주도권 장악을 거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항모전단을 포함한 고가치 함정 표적을 위협하고 공격하여 적 전쟁 수행능력
과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있다. 이를 통해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도서 지역
에 대해 해역봉쇄, 접근로 차단을 통해 적 전력투사와 군사개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A2/AD 전략은 태평양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선인 도련선(Island Chain)을
토대로 해양통제 전략의 점진적 확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국은 2개 도련선을 차단선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작전개
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중국은 쿠릴열도-오키나와-필리핀-말라카
해협의 제1도련선에서 단거리 대함탄도미사일(DF-15), 재래식 잠수함, 호위함, 구
축함, 연안 전투함, 지대함 순항미사일(HY-1, 실크웜 등), 전투기 등으로 미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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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는데 주안을 둔다(MoD 2019, 57-76). 또한,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
화(대공 레이다, 지대공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활주로)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및
작전반경을 확대하며, 미국 전진기지를 핵심표적으로 타격하고자 한다. 한편, 동경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에서 중국은 중거리 대함탄도미사일
(DF-21D), 재래식 잠수함(유안급, 킬로급) 및 공격 핵잠수함(상급, 한급), 항공모함,
이지스형 구축함, 폭격기(H-6, JH-7) 등으로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거부하는데
주안을 둔다(MoD 2019, 57-76).

2.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과 고민
미국의 경쟁적 접근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에서 비롯되었다. 헤이글 장관은 2014년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미국
의 지배적 지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Ellis
2016, 2). 중국의 국방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서 영토분쟁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제3국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OSD
2015).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회귀’와 ‘재균
형’ 등 정치 구호만 화려했을 뿐 중국 군사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전략개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The White House 2017).
중국과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취약성은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으로 불리는 지전략적 요소에 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외선’에 위치하
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을 포위·봉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의 분산으로 인해 신속하게 집중하기도 어려우며 각개 격파당할
수 있는 취약성도 있다(Jomini 1992.; Clausewitz 1976, 341-345).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여건조성 공간이자 전쟁 수행의 기반을 이루는 ‘작전기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Handel 1986, 174). 그런데 외선국가인 미국은 작전기지로부터 기동세
력에 이르기는 병참선이 길기 때문에 전쟁 수행에 불리하다. ‘내선(interior line)의
이점’을 이용하는 중국은 힘이 열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미국을 단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지리적 유리함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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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취약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년 넘게
‘중국판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미국
이 과거 ‘소련의 지속적 약점에 대해 미국의 지속적 강점’를 겨냥하였다면, 중국은
자신의 군사 약점을 완화하고 미국의 군사 취약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현대화했다. 중국은 내선의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의 전력전개 속도보다 더 신속하게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추구한다(JCS 2011,
III-27). 중국은 전력투사 능력과 대만에 대한 전투태세를 높이는 등 공세 능력을
확장하고, 미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효과적 접근을 차단하여 ‘시간상’ 미국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방어·억제 능력을 확장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가장 가능성 있는 분쟁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 경제, 정보, 재래전력을 통합하여 미국이 대응하기 이전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공간적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TRADOC 2018,
vi). 이 과정에서 중국은 A2/AD 전력으로 미국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교착
상태’를 만들고, 불안정을 조성하여 미국의 상황인식, 결심, 대응 속도를 감소시켜
일종의 ‘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정치적 흥정을 시도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사활
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 미국의 군사개입을 포기시키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전
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드버그(Friedberg 2014)는 ‘분리-점령 전략
(divide and conquer)’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주변국을 강압하여 미국과 동
맹국을 분리하고 미국에 ‘새로운 영향권’을 제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이 가시화될 유력한 지역으로 남중국해와 대만이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수정주의적 시나리오 대해 미국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해공군에 의한 전쟁 여건조성 이후 완전히 약화된 적을 순차적으로
격퇴·격멸하던 과거 전쟁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미중경쟁
에서 상정하는 분쟁 시나리오는 제해권과 제공권에 의해 ‘여건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의 A2/AD를 관통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TRADOC 2018, vii). 아직 아태지역의 주요 미군 전력과 기지는 중국의 A2/AD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호력도 취약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인도-태평양사
령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도전적 요소가 ‘거리의 폭정’을 극복하면서 아태지역으로
신속하게 전쟁 물자를 동원·집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Harr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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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선국가로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거리의 폭정’을 극복하면서
중국의 경쟁적 접근을 차단하는가에 있다. 미국은 외선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동성, 유연성, 복원력 등에 주안을 두고 군사력을 운용, 건설, 배치해야 하는 요구
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미국이 ‘내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에 비해 더
큰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겨냥하여
비용 부과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부담해야
할 ‘고통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중국에 불리하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3. 미국의 경쟁적 접근
미국은 경쟁전략 설계에 있어 ‘미소 냉전’과 결을 달리하는 ‘미중경쟁’의 독특한
양상에 주목한다. 미소 냉전과 달리 미중경쟁에는 대리전이 없고, 세계적 이념분쟁
도 없으며, 기습 핵 공격과 같은 실존적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미중은 경제적
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무엇보
다, 중국은 수정주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
로 자신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자국에 유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련한 행위자’이다(Ellis 2016, 10).
이 때문에 냉전기 경쟁전략이 미중 경쟁에도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회의론자들은 미소 냉전기에는 경제적 상호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중경쟁을 ‘신냉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역사적 사례 적용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Chhabra
2019, 6-7).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경쟁의 독특한 양상 때문에 미중경쟁을 ‘신냉전’이
라는 개념으로 등치시킬 수 없지만, 냉전기에도 소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논쟁과 미국 내부의 정책적 고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소 냉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풍기는 단순함보다 경쟁에 내재한 ‘복합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Chhabra 2019, 7-10). 하지만 냉전이 그 자체로는 전쟁이 아니었듯이 중국과
직접적 군사충돌을 회피하고 ‘비용을 부과’하는데 주안을 두는 경쟁전략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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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Colby 2019). 이들은 미중경쟁이
긴장 관계를 촉발하지만 모든 경쟁영역이 악순환 고리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쟁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을 공식화하였다. 이것
은 기존의 안보전략 중심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대국 경쟁’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
양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도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 안보와 번영을 훼
손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한다
고 규정하였다(The White House 2017).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
비하여 핵심지역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동 자유 보장, 첨단기술력으로 ‘거리의 폭정’
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에 노력을 집중할 의도를 내비쳤다.
미국이 경쟁전략을 본격화한 것은 미중 경쟁이 반드시 확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으리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쟁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Colby 2019, 4-5). 미국은 미중경쟁이 제로섬 게임의 확전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태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
은 ‘기정사실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권역
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우위의 상대적 약화가 억제 실패로
연결될 것을 우려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균형의 붕괴는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은 치명적 합동군을 구축하고 동맹국(우
방국)과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에 주안을 둔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은 자신의 투사능력에 도전하는
중국의 A2/AD 확대에 주목하면서 범정부적 노력의 통합과 국제 연대망을 통합하여
경쟁전략의 전열을 정비하는 데 집중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파트너십(partnership),
지역 네트워크 증진(promoting), 준비태세(preparedness)를 포함하는 ‘3P’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DoD 2019b, 17-52), 이것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실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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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가능한 전략을 전방배치하여 필요시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다.

Ⅳ.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1. 경쟁전략: 목표, 접근방법, 노력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이라고 규정하였다. 2018년 발간된
국방전략서는 미소 냉전기 사용하던 ‘장기 전략경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미중관계
에 사용하였다. ‘미소경쟁’을 ‘미중경쟁’으로 제목을 바꾼 차이밖에 없다. 미국방장
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주의를 주요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기존 ‘테러와의 전
쟁’ 패러다임에서 ‘강대국 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Mattis 2018).
이것은 국방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미국이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세계질
서를 좌우하던 단극세계 질서관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미국의 최대고민은 중국의 A2/AD 능력과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문제에 있다. 중국은 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중장거리 A2/AD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원거리 투사능력 개발과 배치에
소모되는 비용을 강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자산을 중국의 타격으로부터 방호
하는데 필요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전력 운용 면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에서의 활동과 A2/AD 전력, 신속한 기동군, 핵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남중국해와 대만지역에서 현장 작전을 압도하면서 미국의 전력투사를 방해하려 한
다. 중국은 자신이 획득한 성과를 A2/AD 전력으로 방해하면서 정치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판 비용부과’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전면적 파괴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
여 ‘자체소모’를 자초하기보다 대만과 같은 동맹국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미국은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격퇴는 하되 중국으로 하여금 불리하
게 확전하는 상황, 혹은 미국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상황으로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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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미국은 정권 교체와 국경변경과 같은 목표가 아니라, 제한전에서 승리
를 위해서 확전을 유리하게 관리하여 현상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면 된다(Colby
2019, 5). 이처럼 미국이 주장하는 ‘경쟁전략’의 개념에는 중국과 결전을 피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면서 비용부과에 주안을 두고 장기경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미국은 ‘미국의 강점과 중국의 약점이
집약된 영역’에서 중국을 도전적으로 만들어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쟁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DoD 2018, 4). ‘경쟁적 공간’이 무엇인지 국방전략서
는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이것은 전력 건설과 운용에 이르기까지 경쟁적 우위와
주도권이 확보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억제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적 전력 운용(dynamic employment)’, 태세와 작전
을 통해 적에게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적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미국의 노력을 확장하면서도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불리한
조건에서 분쟁에 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DoD 2018, 5).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보다 ‘제한전’을 억제하고 격퇴하는데 주안을 둔다는 것
은 ‘성공적인 장기적 경쟁’을 통해 중국에 불리한 ‘고통의 격차’를 부과하는 데 관심
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방전략서에서 ‘치명적 군사력’,
‘강력한 동맹’, ‘국방혁신’의 세 가지 노력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노력선인 ‘치명
적 군사력’의 운용과 건설은 미국의 대중 경쟁전략에서 중심축으로 볼 수 있다.
콜비(Colby 2019, 6-7)에 따르면 경쟁전략은 중국의 전승이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치명적, 복원력 있는, 민첩한,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전 영역 우세’가
없어도 적대행위 초기 단계부터 중국의 방공망과 A2/AD 망을 관통하여 중국군
핵심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치명성’, 그리고 중국 전승이론을 차단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치명적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노력선인 ‘동맹’요소를 강화하고, 세 번째 노력선인 국방경영에
서의 효율성 제고가 시너지를 내도록 하였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약화와 중국의 강화는 동맹국(우방국)과 중국에 상대적 약함의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중국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으며, 동맹국들의 ‘방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미국이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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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지역 질서를 조성하여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 질서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 군사력 운용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 전략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결전을 통한 단기적 우위
확보보다는 누적된 비용부과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위를 장악하겠다는 심산이
다. 따라서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추구하는 전쟁은 냉전 직후의 이라크전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세를 장악한 이후 적을 영토에서 축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모든 영역의 우세를 확보하지 않고도 중국 공격을 무디게
만들고 격퇴하는 전투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시 효과적 경쟁전략, 그리고 제한적 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태세, 전력관리, 군사교리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태세 면에서
미국은 특정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시간,
거리, 정보의 폭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찰, 신속배치, 정밀탄약이 결합
한 전진배치라고 인식한다. 몽고메리(Montgomery 2017, i-iii)는 중국 부상에 대
비한 최선의 전략으로 해·공군력으로 보강된 통합지상군을 강화하여 동맹보장과
억제를 달성하는 ‘전선 강화’를 강조했다. 크레피네비치(Krepinevich 2018)는 군
도방어 개념을 제안하면서 제1도련선을 구성하는 군도에 분쟁 이전부터 군사력을
전진배치해야 하며, 중국의 전력증강과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반 집중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장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진배치가 단순히 상징적
동맹 재보장이 아니라 ‘전투신뢰 전방전력(CCFF, Combat Credible Forward
Forces)’으로서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전개하여 중국 공격을 극복하고 적 공격을
‘둔화(blunt)’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Colby 201, 6).
둘째, 전력관리 면에서 국방전략서는 중국의 기정사실화를 포함한 ‘전승이론’을
격퇴하기 위해 ‘전 지구적 운용모델(GOM)’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GOM은 핵, 사이
버, 우주, C4ISR, 전략 기동 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접촉전력
(contact), 신속대응전력(blunt), 증원전력(surge), 본토방어전력(homeland) 등 미
군 전력들을 위협대응 성격에 따라 4개 층위로 구분하였다. ‘접촉전력’은 분쟁 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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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효과적 경쟁, ‘신속대응전력’은 적 침략을 지연·약화·거부, ‘증원전력’은 결정
적 승리 달성과 확전 관리, ‘본토방어전력’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력으로
구상되었다(DoD 2018, 7). 인태사령관 데이비드슨(Davidson 2018)은 중국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신속대응전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GOM
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요구되지만, 아직 구체적
작전개념이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NDS Commission 2018, vii).
한편, 미국은 ‘즉각 전력(ready force)’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전략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동적 전력 운용(DFE)’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The Joint Staff 2019,
1-2; DoD 2019, 7). 매티스(Mattis 2018) 장관은 DFE 사례로서 “현재 남중국해에
는 세 척의 항모가 있다. 그러나, 2주 후에 1척만 있고, 2척은 인도양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준비되지 못한 경쟁자’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 배의 의도와 목적을
궁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FE는 중국과의 위기가 분쟁으로 발전되면 신속히
전투작전으로 전환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Larter 2018). 2018년 7월 트루먼
항모전단이 유럽 임무를 종결한 뒤 ‘예측과 달리’ 중부사 작전지역으로 전환되었고
(Rogoway 2018), 2019년 3월 ‘불시 통보’로 제2기갑여단을 폴란드로 전개하여 대
규모 지상훈련을 하였으며(Stars and Stripes 2019), 2020년 4월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한 후 B-1B 전략폭격기를 아태지역으로 불시에 전개한 것은
모두 DFE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Stewart 2020). 이처럼 항모전단과 전략폭
격기의 배치지역과 시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기존의 ‘순환배치 모형’과 달리 새로운
DFE는 비예측적으로 전력투사 장소와 시점을 결정하여 중국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평시 경쟁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주안을 둔다.
셋째, 교리 면에서 미국은 중국 A2/AD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지상군 다 영역작전
(MDO), 공군 다 영역지휘통제(MDCC), 해군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 원정전
진기지작전(EABO)를 발전시키고 있다.1) 특히, 미국은 ‘치명적 육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A2/AD를 극복하고 회색지대 분쟁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MDO의
실전 적용에 공을 쏟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A2/AD 개념에 기초한 소모전
1) MDO(Multi-Domain Operation), MDCC(Multi-Domain Command and Control), 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EABO(Expeditionary Advance Base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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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강요당할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군’
역할을 균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박원곤 2016, 203-240).2) MDO는 미국이 우위
를 장악했던 공중·해상 우세가 중국의 A2/AD에 의해 거부될 경우 지상 전력(육군,
해병대)으로 전력투사를 시도하는데 주안을 둔다(TRADOC 2018). 최근 MDO는
‘연안통제’ 개념과 유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은
피하면서도 중국 연안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중국 경제활동을 통제, 정치적
항복을 압박하는데 주안을 둔다. 연안통제의 핵심은 지상군의 경량화된 지대함,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 방어전력을 분쟁지역 인근의 동맹우방국 영토에 이동시켜
지상기반의 逆A2/AD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다. 나아가, 다 영역작전 가능성과 실질
적 운용을 위한 구상은 다 영역특임부대(MDTF) 활동과 연계되어 발전되고 있다.
2017년 창설된 MDTF는 태평양 지역 25,000개 도서 중 일부에 배치된 지상 기반
육군 지대함 미사일 또는 미 해군 함정 상에서 육군 지대함 미사일 자산을 이용하여
잠재적 적국의 해군 함정을 공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시험해 오고 있다.

3. 군사력 건설
미국의 군사력 건설은 중국에 경쟁비용을 부과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 영역이
다. 미국의 2018년 군사전략서는 적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구상(design)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군사능력을 건설할 것을 강조한다(The Joint
Staff 2018).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지역의 유사시 중국 군사 능력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수준은 미국과 유사하거나, 혹은 능가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핵심요소를 어떻게 쓸모
없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 미국의 효과적 경쟁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선택과 결심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산을 ‘쓸데없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2)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공해전투(Air-Sea Battle)’에서 이어 2015년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를 발전시켰
다. MDO는 지상군 역할을 보강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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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은 냉전기 경쟁전략의 발전적 적용으로 평가된다. 제3차
상쇄전략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장기간 연구개발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가능성 있는 위협에 대해 혁신적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연구하던 워게
임, 작전개념과 병행적으로 발전되었다(Fitzsimonds 2012, 299). 제3차 상쇄전략
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압도하는 ‘치명적 군사
력’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으로 중국의 비싼 A2/AD 전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치명적 육군’을 이용하여 MDO를 발전시키는 등
중국의 반접근 거부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국은 재래식 분야에서 중국과
의 경쟁에서 ‘거리의 폭정’을 극복하고 MDO 수행에 필요한 전투 지원요소의 유연
성과 탄력성, 그리고 장비의 사전 배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해상, 공군전력의 동적 배치(5세대 전투기 배치)를 통해 원정작전을 향상하고, 비정
규전 수행능력이 있는 특수작전, 반잠수작전 능력, MDO 수행을 지원하는 사이버
및 우주전 장비, ISR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둔다.
또한, 미국은 ‘지속적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 약점’을 겨냥할 수 있는 영역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포착한 레버리지 영역은 핵무기의 현대화이다.
미국은 핵무기 타격 능력 현대화와 저 위력 탄두 개발을 통해 중국에 비용을 강요하
고 전략적 행동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핵심 전략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핵 투발 삼원체제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현대화 필요성 강조했다(DoD 2018, v-vii). 특히, 미국은 발사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 배치 자산 확대를 천명하였다(DoD
2018, viii).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INF조약 폐기 이후 지상형 중거리미사일 전력화
를 시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2019년 8월 INF 공식 종료 선언 이후
사거리 500km의 지상기반 크루즈 미사일 발사시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
으며(Ali 2019), 저강도 탄두를 지상 배치용 미사일에 장착하여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지역으로 배치할 의향을 피력한
것은 중국의 방어력에 구멍을 내고 이것으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Deutsche Welle 2019). 나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은 중국 핵 억제력의 제2격의 신뢰성을 감소시켜 전략적 시련을 유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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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해 해·공군력, 사이버 영역 등에 주안을 둔 아태
지역 군사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신형 컬럼비아 급 전략 핵잠수함 등
전략 핵억제력 강화, 육군 다영역 기동부대 확대 및 전진배치, 공군 4세대~5세대
전투기 110대, 사거리 연장 공대지 미사일 400기, 고성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인 지상 전술 차량, 장거리 대함미사일, 토마호크, 대지·대잠·BMD능력이 향상된
구축함 10척, 공격 및 방어 사이버 능력 향상 등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력증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DoD 2019b, 19). 이것은 단순히 중국과 경쟁에서 보완해야
할 영역만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지속적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 약점’에 지향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경쟁적 우위를 장악하여 장기적으
로는 ‘고통의 격차’를 중국에 불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비용부과 전략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경쟁전략은 경쟁의 논리와 본질에 가장 충실한 접근방식이다. 미국은 성공적 경쟁
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기회를 식별하고 그들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억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경쟁전략은 당장의 결전보다는
장기적 피로의 누적을 강요하여 중국을 지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로 누적은 군사력 건설, 배치, 운용의 전 과정에서 중국의 비용을 가중하는 방식으
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자신의 행동
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덜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부담 강요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군사전략을 경쟁전략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비용부과’ 전략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선으로 군사 기술적 영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미국의 군사투사 능력을 보장하고, 적의 방책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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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거나 거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을 통해 군사기술
로 압도적 우위가 가능한 무기체계의 개발, 중국의 ‘보다 많은’ 비용을 미국의 ‘덜
중요한 위협’에 집중하도록 유인(MDO능력 등)하는 전략, 미국의 지속적인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인 약점에 겨냥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전력 등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둘째, 미국은 ‘군사기술 변수’에 편향되지 않고 변칙적 군사력 운용으로 중국의
‘포위’에 대한 우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적 전력운용
(DFE)와 전지구적 운용모형(GOM), 전진배치(CCFF) 개념을 연결해 작전적 수준에
서 중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MDO와 같은
군사교리를 개발하여 중국의 A2/AD를 관통하여 군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여 회색
지대 분쟁에 개입하고,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이 큰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해 놓은 반 접근 거부능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전력 운용에서 경쟁적 접근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중국의
A2/AD 능력으로 미국을 소모시키겠다는 이른바 ‘중국판 경쟁전략’에 말려들지 않
으면서 중국을 지치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경쟁전략은 순수한 의미의 군사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구사하는 전략은 ‘정치적 맥락’에서 군사력 균형을 해석하고, 군사 분야의 조치가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며, 그것이 국가체제나 정권에 어떤 부담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군사적 결정이 작전적 수준을 넘어서
‘정치’와 ‘대전략’과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포위에 대한
우려를 이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Deal 2012, 164). 사실, 중국은 내적
안정성과 지역 패권 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할 능력에 있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겨냥하여 중국의 군사기획과 외교를 복잡
하게 만들며, 지역 질서에 도전을 주는 중국 행동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 한다. 미국은 대전략 차원에서 군사경쟁이 전체 정부 노력의 일부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협력과 공조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것은 레이건
정부의 소련봉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던 경쟁전략과 유사한 형태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군사적 의도와 행동만으로 앞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전략을 띨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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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전략의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비용부과’로 수렴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용부과는 강대국과의 평시 경쟁전략으로서 미국의 군사체계에 내면화된
일종의 군사전통이자 관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서 중국을 직접 ‘파괴’하기보다 ‘초조와 망설임’을 가지게 하여 ‘지치게’ 만들
며, 결전보다는 풍부한 자원과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용부과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체스게임처럼 하나의 말이
거둔 ‘이점’을 누적하여 최종 승리로 연결하는 장기적 경쟁태세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축적된 이점의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거대한 외선 포위망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전략이 의도대로 실행될 경우 중국의 평시 경쟁비
용(경제, 외교, 군사)이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희망할지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전략’과 ‘비용부과’의 관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본질을 간파
하고,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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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U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Competitive Strategy and Cost-imposing
Tae Hyun Kim

This paper analyzes the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 strategy” and “cost-imposing.” The competition strategy is not the first one sugges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s nothing new in the American strategic culture. The competition strategy, which aims to
impose cost on the opponent, was a key strategy applied by the U.S. in the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This paper, which notes this strategic culture of the U.S., interprets that the U.S. will prefer measures to deter the
full-scale armed conflict in the long-term competition with China, and will focus
on the peacetime ‘competitive strategy’ in which the U.S. continues to impose
costs, aiming at China’s enduring weakness. The U.S. insists it will try to build and
employ military forces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the restriction of the “gray
zone” in the phase short of war rather than an all-out war in competition with
China, and in parallel will focus on ensuring that these attempts converge into a
large framework of competitive strategies that charge Chin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Force Employment’ and ‘Forc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building a more lethal force’ presented as the first line of Efforts i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as a key element of the U.S. military strategy.
Keywords: Competitive Strategy, Cost-Imposition, Great Power Competition, Gray

Zone, Fait Accompli, Force Employment and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