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제28권 1호 2022년 봄호, 33~59.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주변지역
군사분쟁 전망
43)

박 영 준*
❖요 약❖
최근 미래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
용될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이 미래전쟁에 어
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미래전쟁
론과 달리, 국가 지도자들의 정책성향과 군사
전략적 성격이 미래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시각을 견지한다. 그리고 이같은 시각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적 경
쟁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미래전쟁이 일어날 수 있
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타이완과
동중국해 등지에서의 미중간 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이같은 분쟁은 한국의 국가이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
고 한국의 안보전략은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 지리적 대상도 확대하고, 전력증강이나 한
미동맹의 재조정을 통해 이같은 잠재적 안보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제
언했다.

핵심어: 미중간 전략경쟁, 미래전쟁, 한반도, 타이완, 안보전략

Ⅰ. 문제의 제기
국가들의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은 해당 국가가 어떠한 안보위협 혹은 미래전의
가능성에 처해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다가올
수 있는 미래전쟁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개별 국가의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수립에는 불가결하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미래전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 우리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DOI: 10.35390/sejong.28.1.202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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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들이 미래전쟁을 예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몇가지 경향이 보
인다.1) 첫째는 신흥기술학파, 혹은 기술결정론 시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
다. 이 시각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가 군사기술과 무기체계
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이같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유 여하에 따라
미래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파악한다(조현석 2018). 둘째, 행위자 결정론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견해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 즉 개별 국가들의 전략문화,
혹은 전쟁수행개념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이 시각은 개별 국
가들의 전략이나 무기체계 변화가 여타 국가들과의 분쟁 요인 여하에 따라 전쟁으
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최근 첫 번째 기술결정론적 미래전쟁론이 우리 군사전략과 국방정책
수립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육해공 각군과 국방부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국방비전 2050」, 「육군비전 2050」, 「해군비전 2045」, 「공군비전 2050」,
「해병대비전 2049」등의 문서에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첨단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전력증강 과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기술결정론적 문제의식이 농후하게 반
영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걸프전쟁, 그리고 최근의 대테
러전쟁까지 당대의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적극 활용한 국가들이 전장을 지배하
고 승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도 기술결정론의 논의들은 미래전쟁 준비에
중요하다.
다만 국제질서 상의 어떤 행위자가 어떠한 전략문화와 군사전략에 바탕해 의도
적이거나 우발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행위자결정론적 시각도
같이 중시되어야 한다. 전쟁사에 나타나는 주요 전쟁 사례들을 보면 각 시대 개별
국가 지도자들의 정책성향 및 군사전략, 그리고 전력증강과 동맹체제 변화가 전쟁
원인으로 이어진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2) 그런 점에서 미래전쟁 시나리오를 고찰
1) 로버트 스케일스는 미래전쟁을 예측하는 6개의 학파를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흥기술학파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첫째의 경향인 기술결정론에 해당하고, 그 외 역사행태적 접근, 신개념
학파, 시나리오 학파 등이 본 연구의 두 번째 경향인 행위자 결정론과 관련된다. Robert
H.Scales, Scales on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6).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3호 (2020.7),p.111에서 재인용.
2) 전쟁 원인을 인간, 국가, 국제체계의 속성에서 찾으려는 고전적 연구로는 Kenneth N.Waltz,
Man, the State and War: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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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대외정책 성향 및 군사전략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결한 과제이다.
위와 같은 미래전쟁 연구방법론 가운데 행위자결정론의 시각에 입각할 때 한반
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미래전쟁의 양상은 북한의 공세적 전략
에 의한 한반도 내외에서의 전쟁, 혹은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서 중국의 공세적
전략에 의한 전쟁 가능성 등으로 좁혀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에서 미중
간에 전개되는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의 미래전
쟁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적 관심을 환기시
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과 3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의한 전략경쟁의 양상
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군사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국의 안보정책이 이같은 미중간 전략경쟁에 따른 역내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21세기 미중간 전략경쟁의 전개
1. 중국의 ‘국가전략 2050’과 공세적 대외정책 전환
2010년대 쓰여진 저술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애런 프리드버그(Aeron
L.Friedberg) 교수는 중국이 도광양회의 전략 하에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옌쉐퉁(Yan Xuetong)이나 류밍푸(劉明福)
등 중국 내부의 전략가 및 정책결정자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
국을 배제하면서 지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일환으로 하드파워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해, 공군 능력에 대항하여 반접근 지
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켜왔고, 핵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Aeron Friedberg 2011).
Press, 1959),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국가들의 군사전략을 논한 연구로는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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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버그가 전망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전략은 2012년부터 국가주석에 취임
한 시진핑 체제 하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부터
류밍푸 등이 제기한 ‘중국몽’, 즉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국내적으로 강조했다.3)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 수립,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및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및 “아시아운명공동체”의 구상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적극적 대외구상과 연계하여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새로운 군사전
략문서인 『중국적 군사전략』을 공표하였다.4) 시진핑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제
시한 이 문서에서 중국은 당분간은 세계전쟁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리밸런싱
전략 수행, 일본의 안보정책 강화, 타이완과 티벳의 분리독립 세력 동향 등이 안보
정세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적극방어”의 전통적인 전략 개념 하에 육군이 구역방어형에서 전역방어형으로,
해군이 근해방어형에서 원해보호형으로, 공군은 국토방어형에서 공방겸비형으로,
그리고 제2포병은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원칙 하에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의 결합
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차정미 2021,85).
이같은 군사전략의 기조 하에 시진핑 주석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걸쳐
대대적인 군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기존 인민해방군 육, 해, 공군에 더해 제2
포병을 로켓군으로 개칭하고,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하여 5대 군종 체제로 재편하
였다. 신설된 전략지원부대는 우주시스템부, 네트워크시스템부, 311 심리전부대
등을 배속시켜, 각각 우주, 사이버, 전자 및 심리전 분야를 담당하게 하였다.5) 그
리고 기존 육군 중심의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면서, 전구 사령관에는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해, 공군 제독 및 장성도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신인호 2021,
190-191).
3) 중국 국방대학 교수이자 인민해방군 대교인 류밍푸는 2010년에 저술한 『중국몽』에서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서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책의 영역본은 Liu Mingfu, The
China Dream: Great Power Thinking and Strategic Posture in the Post-American
Era (2010: CN Times Books, 2015) 참조.
4)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적 군사전략』 (2015). 이 문서의 영역본은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China’s Military Strategy (May 2015) 참조.
5) 일본 방위백서에 의하면 중국 전략지원부대 총병력은 17만 5천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사이버 부대가
3만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防衛白書: 2020』 (日本防衛省,2020),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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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18일에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행한 연설
을 통해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
대화를 구현하며,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종합국력을 보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국가전략적 목표에 더해 그는 군사적으로도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의 기
계화를 실현하고, 정보화 건설에도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며, 2035년까지는 국방
과 군대의 현대화를 달성하며, 21세기 중엽까지는 세계 일류의 군대를 건설하겠다
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였다(『朝日新聞』 2017년 10월 19일).
중국 정부는 2019년 7월에 공표한 군사전략문서 『신시대 중국 국방』을 통해 당
시 시점의 정세인식과 국방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다.6) 이 문서에서 중국은 국
제안보질서가 패권주의 증대, 권력정치, 일방주의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진단하
면서, 특히 미국이 국방지출을 늘리고, 핵전력, 우주전력, 사이버,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글로벌 전략안정을 헤칠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간의 경쟁을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미국이 아태지역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역 안
보질서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이 적극방어 원칙에 입각한 국방정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남중국해 도서들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것이며, 타이완의
분리독립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015
년도에 공표된 군사전략서와 비교할 때 2019년도의 그것은 미국의 외교와 국방정
책이 국제안보질서의 경색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다 비판
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대립적인 자세를 선명히 하면서 2020년까지 기계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현대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에 따라 인민해방
군은 육해공군과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였다. 육군
은 미국의 다영역작전과 유사한 전역작전 개념 하에 전력을 증강하였고, 해군은
3개 함대 예하에 2018년부터 취역한 항모를 포함하여 JL-2 미사일을 탑재한 진급
전략핵잠수함(SSBN) 6척을 포함한 70척 이상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6)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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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함정수에서도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다. 전자전과 사이버전, 우주전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는 그 일환으로 2020년 기준으로 원격감지위성, 정찰위성, 군사통신
위성 등을 포함하여 360여개의 위성을 관할하게 되었다. 로켓군은 200개 전후 수
준의 핵탄두를 유지하면서, 그 운반수단으로서 2020년부터 배치된 DF-41을
포함한 대륙간탄도탄 전력을 185개에서 415개로 늘리고 있으며, 기존의 H-6K
폭격기를 대체하는 H-6N 폭격기를 배치했다.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본격화되자
중국 국내에서는 글로벌타임스 후시진(Hu Xijin) 편집장을 필두로,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핵전력을 보다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Hu Xijin, 2021.8.29.).
이 결과 2018년 시점에서 다음 <도표1>에서 나타나듯 제1도련선을 연하는 해,
공역에 투사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해, 공군 전력은 같은 지역에 배치된 주일미
군 및 괌 주둔 미군의 전력 합계를 상회하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고, 양적으로는 일본 자위대 전력까지 포함한 미일동맹 전력의 합계 수준도
능가하는 규모를 보였다. 이에 더해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운용하는 DF-26 및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 150-500여기와 CJ-10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2000여
기도 일본이나 괌 주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되었다.7)
<도표 1> 2018년 시점 동아시아 역내 미군, 일본 자위대, 중국 해공군 전력 비교8)
주일미군+괌 주둔 미군
제4세대, 제5세대 전투기

일본 자위대

중국 전력

114+28

277+4

847+6

호위함, 프리게이트함

11

38+9

23+98

잠수함

4

19

43

항모

1

1

인민해방군 보유의 미사일 전력 및 해, 공군 전력이 아태지역 주둔 미군 및 자위
7) 물론 유사시 미 본토 등에서 증원되는 전력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군사력 균형 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 자료는 Eric Heginbotham and Richard J.Samuels, “Active Denial: Redesigning
Japan’s Response to China’s Military Challenge”, International Security, vol.42,
no.4, (Spring 2018),p.151에서 인용.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주변지역 군사분쟁 전망 39

대의 그것을 상회함에 따라 미국 내외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센카쿠와 타이완 등지에서 중국과 미국, 혹은 중국과 일본 간에 우발적 혹
은 의도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9) 이같은 우
려는 2021년 접어들어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주변 해, 공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활발하게 실시하면서 더욱 현실미가 더해졌다. 2021년 4월 항모 랴오닝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는 미야코 해협을 경유하여 타이완 동쪽 해상으로 진출한 이
후 남중국해로 항행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21년 7월, 인민해방군은 타이
완 작전을 염두에 둔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8월에는 동부전구 예하 부
대들이 타이완의 남서 및 남동 방면에서 합동실탄훈련을 실시하였다. 2021년 1월
과 3월에 이어 10월까지 실시된 훈련에서 인민해방군의 공군기와 전자전기, 폭격
기들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남동 해, 공역 및 북서 지역을 에워싸
는 형태로 날아와 훈련을 실시했다. 해, 공군 전력들의 기동 형태로 보아 이러한
훈련들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압박은 물론, 유사시 주일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접
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Liu Xuanzun, 2021.
3.29. 및 2021.4.5).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군사정책
2000년대 이후 대테러전쟁에 집중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중국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정책의 재검토
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 결과 제시된 것이 리밸런싱, 혹은 피벗(pivot) 정책이었다
(커트 캠벨, 2020). 리밸런싱이나 피벗 정책은 미국의 주요 정책관심을 중동 지역
에서의 대테러전 수행에서 아시아 방면의 중국 부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하자는 취지를 갖는 것이었다.
피벗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미 국방부와 각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을 전제
로 대중 작전계획을 재검토하고 군사력의 재배치를 추진하였다. 2012년 리언 파
9) 이 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자가 하버드대학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이다.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2015), 그레이엄 엘리슨, 『예정된 전쟁』 (2017: 세종서적, 2018):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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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 국방장관은 태평양과 대서양 배치 미군 해, 공군 전력 규모를 기존 50:50
비율에서 2020년까지 60:40 비율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2년 미 해군
참모총장 그리너트 제독과 공군 참모총장 노튼 대장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을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 개념을 공표
하였다(General Norton A. Schwartz, USAF & Admiral Jonathan W. Greenert,
USN, 2012). 즉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하게 될 DF-21 대함 탄도미
사일 및 DH-10 순항미사일 등에 대항하여 미국도 F-35 스텔스전투기와 해양
정찰항공기 등을 결합하여 종심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중국 등이 수행하게 될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 공군 뿐 아니라
육군 및 해병대, 그리고 전략사령부 등의 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2012년 미 합참은 공해전 구상에 더해 육군 및 해병
대의 능력도 통합한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s Access Concept)을
제시하였고, 이 개념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새롭게 공표한 2012년의 국방전략에 반영되었다(Department of Defense,
2012). 이 시기부터 미 국방부와 각군은 대테러전쟁 수행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본
격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태세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2014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제기한 제3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의 필요성이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10)
2017년부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표하면서, 이에 공조하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등과 쿼드
안보협의체를 결성하였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2018년에 국가국방전략서를 공표
하면서, 미국 국방정책이 이제는 테러리즘에 대응한 비정규전 수행이 아니라 중국
등의 강대국들과의 전쟁 대비를 최중점 순위로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Department
of Defense, 2018). 이같은 전략방침에 따라 미국은 종전까지 유지되어온 2개
10) 제1차 상쇄전략은 냉전초기 아이젠하워 행정부 등에 의해 추진되었던 핵전력 증강을 골자로
했던 대량보복전략의 추진을, 제2차 상쇄전략은 1978년 카터 행정부 당시 브라운 국방장관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감시자산, 스텔스 전투기, 우주자산 등과 같은 첨단 전력
증강을 추진했던 것을 가리킨다. 정연봉, 『한국의 군사혁신』 (플래닛미디어, 2021), p.1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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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쟁개념을, 중국 또는 러시아를 상정한 원 플러스(One Plus)전쟁개념으로
전환시켰고, 오바마 행정부까지 유지되어온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
을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으로 전환시켰다(최우선 2021).
이같은 전략 기조 하에 미 합참은 중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경우
에 적용될 작전개념으로서 이전 시기에 발전되었던 합동전영역 작전개념(Joint
All-Domain Operation)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의 시점에서 합동전투수행개념
(Joint Warfighting Concept)을 채택하였다. 즉 지상,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분야의 전력들이 종전의 작전영역간 경계를 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의
전쟁수행방식을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
는 자동화된 지휘통제체제로서 JADC-2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최우선
2021). 이같은 개념은 DARPA가 제기한 모자이크 전쟁 개념, 즉 육해공 및 사이
버 영역의 유인체계 전력들이 지능화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모자이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일부 체계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지장없이 전장 임무를 수행하는 전쟁수
행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합동전투수행개념 속에서 육군은 다영역작전 개념(MDO), 즉 가상적의
A2AD를 무력화시키고, 적진으로 침투해 격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 해군은
분산된 해양작전(DMO) 개념 하에 보다 분산된 기동작전을 추구하게 되었다.11)
공군도 신속전투배치(Rapid Combat Employment) 개념을 통해 전력을 주요
공군기지 및 동맹국 기지에 분산배치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화력을 집중해 공격
하는 작전을 추구하고 있고, 해병대는 원정전진기지(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중국 주변의 소규모 도서들을 기지로 활
용하여 기동전을 펼치면서 중국 함정들의 대양 진출을 거부하는 작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알려진다.12)
11)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박사는 이 개념 하에서 미 해군이 대형 항모 전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형 함선 전력을 중시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Bryan Clark, “Future of US’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US-China Relations”,
KNDU conference (2021.11.1.).
12) 해병대 홍성국 대위는 21세기 미 해병대가 추구하는 원정작전기지 개념이 1920년대 미 해병
대 전략을 구상하였던 엘리스 소령의 전략구상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홍성국,
「태평양전쟁기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기원에 관한 연구: Earl H.Ellis 소령의 작전계획
712H에 나타난 작전개념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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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전쟁을 염두에 둔 작전개념의 변화 속에 미국은 새로운 군종을 창설하거
나, 기존 전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우
주군 창설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전략군의 일부를 기반으로
기존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략군에 이은 6번째 군종으로 공군성 예하에 1만6천
명 규모의 우주군을 신편하였다(홍규덕 2020,441).
미 해군은 2020년에 채택한 Battle Force 2046 계획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301척 규모인 함정 규모를 2030년까지 335척으로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현재 50척 수준인 핵잠수함을 목표 기간 중에 70-80척으로 증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는 현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4척을 보다 개량된
컬럼비아급 12척으로 대체하는 계획도 포함된다(Ken Moriyasu, 2021.6.9.). 미
공군은 2005년부터 스텔스 전투기 F-22를 실전배치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F-35A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신형 B-21 스텔스 폭격기를 개
발하여, 기존 B-2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다.
미국 정부의 대중 위협인식은 미 국방부가 2020년 10월 전후, 타이완을 무대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상정한 십여차례의 모의 워게임을 실시한 이후 더욱
증폭되었다. 최소 18회 이상 실시한 미중간 워게임에서 모든 경우에 중국이 개전
초기에 사이버 및 전자전을 통해 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일본과 괌
소재 미군 기지들에 대해 정밀 탄도 및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하여 중국이 승리한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13)

이같은 위기의식에 더해 1946년 조지 케난

이 냉전기 봉쇄전략에 불을 당긴 장전문(Long Telegram)을 벤치마킹하여 2021
년 1월, 익명의 저자가 보다 긴 장전문(Longer Telegram)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 정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Anonymous, 2021). 미
국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알려진 익명의 저자는 시진핑 집권 8년을 평가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현상유지의 국가가 아니며,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배에
13) 미중간 워게임 실시의 결과는 2021년 7월 26일, 미 합참차장 존 하이튼(John Hyten) 대장이
Emerging Technologis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졌다. John Vandiver,
“US military vulnerabilities exposed during classified war game, top general
says”, Stars and Stripes (2021.7.27.). 뉴욕시립대학 피터 베이너트(Peter Beinart) 교수
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워게임의 의미를 평가한 바 있다. Peter Beinart,
“Biden’s Taiwan policy is truly, deeply reckless”,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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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에 바탕해 미
국과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 미국도 포괄적 작전전략(operational
strategy)를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위기의식이 2021년 1월부터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경쟁과 아울러 관여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블링컨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아시아정책조정관을 기용한 바이든 정부도 2021년
3월에 공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해온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하였다.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드슨(Philip
Davidson) 제독은 2021년 3월, 미 상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 지역에서 최대의
안보위협은 중국이며, 중국 공군의 폭격기 전력들이 괌의 앤더슨 기지를 상정하여
공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동향에 입각해 그는 괌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에 더해 이지스 어쇼어의 추가 배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바이든 대
통령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같은 시기 3월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글로벌 병
력태세리뷰(Global Force Posture Review) 작성을 지시하면서, 중국 위협에 대
응하여 일본, 한국, 괌 등에 배치된 미군 병력 태세에 더해 알래스카와 하와이로부
터의 순환병력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계획을 강화할 것
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en Moriyasu, 2021.3.10.).
나토 사령관 출신으로 미국 플래처스쿨의 학장을 맡고 있는 스타브리디스(Stavridis)
제독도 Longer Telegram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북한 등이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미국 군사기지들과 동맹국들, 타이완과 그 부속도서, 센카쿠 제도 등에 대
해 군사공격을 가할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해병대의 전력 강화, 해군의 중국 연안에 대한 공격적 순항, 미
공군의 장거리 폭격기 증강 배치, 미 육군의 전투력과 기동력 증강,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역내 도서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우주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이 지
역 방어태세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15)
14) President Joseph R.Biden J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2021.3). 바이든 정부의 본격적인 대외정책 및 대중정책 방향성은 2022년
초두에 발표될 미국 국가안보전략서와 여타 전략문서들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5) James Stavridis, “How the US military is preparing for a war with China”, Nik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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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 내에서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처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대중 온건론도 존재한다.

16)

그러나

미국 다수의 여론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대중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7)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쉐이머(Mearsheimer) 교수는 최
근 기고문을 통해 미중 간에 전쟁의 위험성을 수반한 강대국 경쟁은 불가피하며,
미국이 수행해야 할 정책은 아태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배치하여 억제능력
을 강화하고, 핵전력을 증강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전진배치
태세 강화가 오히려 미중간 강대국 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
였다(John J.Mearsheimer, 2021).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도 당분간 이같은
공격적 현실주의 경향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구도의 대립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규모는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미 국방부가 실시한 모의 워게임에서도 전쟁
의 주도권은 전쟁 예상 지역인 타이완 등으로부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군사기지
와 원거리 타격능력의 이점을 가진 중국이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를 보강하려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오스트
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 타일랜드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그 외 인도, 싱
Asian Review (2021.3.7.).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2021년 봄, 해병대 출신의 작가와 함께
2034년 시점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근해에서 교전에 돌입한다는 스토리를 가진 소설 『2034』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소설에 대한 소개는 Thomas L.Friedman, “Is there a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21.4.29.) 참조.
16)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미중간에는 경제, 사회, 군사분야에서 경쟁요
인도 있지만, 협력해야 할 요인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은 협력적 라이벌 관계임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Joseph S.Nye, “When it comes to China, don’t call it a “Cold War”,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21.11.4.).
17)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2021년 8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Wyatt Olson, “Strategic distraction:9.11 took America’s eye off Asia as China hit
ist military stride”, Stars and Stripes (2021.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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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폴, 베트남 등과 밀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대중 정책에 최대한 활용하는 외교정책을 미국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1. 미국 주도의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은 리밸런싱 혹은 피벗 정책을 전개하면서, 오스트레일리
아, 일본, 필리핀, 싱가폴 등과의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군사적으로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에 미 공군과 해병대 전력의 로테이션
배치가 합의되면서, 미 해병대 2500명 병력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다윈 지방에
증원 배치되기 시작했다. 싱가폴에는 미국의 연안전투함(LCS) 전력이 순환배치되
기 시작했다. 필리핀과는 1990년대에 수빅만과 클라크 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병
력이 철수하였지만,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에대해 필리핀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면
서 2014년 방위증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이 양국간에 체결되었다(CSIS, 2016, 32). 일본과는 2014년 일본 아베 정부의 집
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을 바탕으로 2015년 4월,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소위 존립위기사태, 즉 일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글
로벌 차원에서의 어떠한 안보위기 사태에서라도 미일 양국이 서로 군사적으로 협
력한다는 합의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양자간 안보협력 관계의 공고화
를 바탕으로 미국은 필리핀과는 바리카탄(Barikatan) 훈련, 타일랜드와는 코브라
골드 훈련, 인도와는 말라바르(Malabar) 훈련, 오스트레일리아와는 탈리스만 세
이버(Talisman Sabre) 훈련, 한국과는 키리졸브(KR)나 UFG 훈련 등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면서, 아태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인식이 보다 심화
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포함한 쿼드 협의체를 결성하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관계는 보다 확대되고 공고화되었다. 그 이전까지 양자간 차원에서 실시되던
군사협력이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염두에 두고 쿼드 국가들 간의 다자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다영역 작전 개념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육해공 차원에 더해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포함한 군사협력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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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간에 실시되던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여타 쿼드 국가들인 일본과 인도가 가
세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부터 실시된 동 훈련에 일본의 육상 및 해상자위대
가 참가하였고, 2021년에 8월에는 뉴질랜드와 한국도 참가하였다. 미국과 인도가
실시해온 말라바르 해상연합훈련에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기 시작했고,
그 훈련 해역도 종전의 벵골만을 벗어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까지 확대되기 시작
했다. 2021년 1월, 괌에서 실시된 시 드래곤(Sea Dragon) 훈련에는 미국, 일본,
인도에서 해군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군이 참가하여 실시되기도 하였다.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실시해 오던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훈련
에는 2019년부터 종전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이 추가
되어 양국간 영역횡단상황을 전제한 훈련이 실시되었다(『防衛白書:2020』, 310).
미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일본도 2018년 12월 방위계획대강에
서 이와 유사한 다차원 통합방위력 개념을 제시한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쿼드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은 전통적 안보 차원에 더해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협력
도 추가되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외무장관
들은 화상을 통해 쿼드 외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북한 문제 이외에
코비드 19 확산에 대해서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미국이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쿼드 국가들 내에서 보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관을 역임한 코다 요지
(香田洋二) 예비역 제독은 중국의 해상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남서제도, 바시
해협, 필리핀 해역은 일본이, 민다나오 남동방 해역은 미국이, 롱보크 해협은 오스
트레일리아가, 말래카 및 순다해협은 인도 해군이 관할 해역을 각각 분담하여 중
국의 일방적 해양진출을 봉쇄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기하였다(香田洋二, 2021).
4개국 이외의 국가들도 인태지역 안보협력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
고 있다. 2021년 1월의 Longer Telegram 필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을 한국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네크워크에 추가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기하였다(Anonymous, 2021.1). 사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21년
부터 항모나 잠수함을 이 해역에 파견하여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은 2021년 9월,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더불어 AUKUS를 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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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를 통해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
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 국가가 정보교환을 실시해왔던 협의체인 Five Eyes에
쿼드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일본을 가입시켜 SIx Eyes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도
아미티지와 조셉 나이가 공동 집필한 초당파적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Richard
L.Armitage and Joseph S. Nye, 2020.12).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처해있는 타이완에 대한 국제사회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
한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이 그동안 타이완에 대해 취해오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재고하고, 타이완에 대한 더 많은 군사지원을 시행할 필요
성을 역설하기도 했다.18)

2. 중국의 역내 군사협력 확대 추진
한편 미국이 쿼드 국가들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들과 군사훈련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중국의 대외
군사협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비동맹정책을 중
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표방해 왔으며, 공식적인 동맹관계는 1961년에 관련 조약
을 체결한 북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
되고,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국면이 전
개되자 중국 내에서는 옌쉐퉁(Yan Xuetong) 교수 등에 의해 기존의 비동맹정책
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동맹을 확대하자는 대외정책론이 제기되고
있다(Yufan Huang, 2016).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동맹정책 확대를 표방하고 있지 않다. 대신 중
국은 러시아 및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35 전투기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 왔으며, 2011년 이후에는 연합해군훈련을 빈번하게

18)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식에 타이완 대표를 초대한 바 있다. 미중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1978년 이래 최초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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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 왔다. 2016년도에도 양국은 Joint Sea 2016 등의 해상훈련을 실시했으
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및 몽골 지역에서 실시하는 육상훈련에도 중국이 병력을
파견하여 참가한 바 있다(Andrey Gubin, 2021). 이외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실시도 추진하여 타일랜드 공군과 Falcon Strike 훈련을 실시한 바 있
다(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89). 이외에도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서남아 및 중동 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같이 미중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간 안보협력관계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경쟁적 동향은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21세기 접어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양상들을 각국의 글로벌 전략 및 군사전략, 전력증강, 동맹 및 파트
너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기의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동맹을 규합
하는 등의 글로벌 패권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전쟁을 회피하면서 냉전체제가 종언
을 맞게 된 것은, 양국이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상호 확증파괴 가능성
을 인식했다는 점,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들의 대외 협력적 성향,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의 완충적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 있다(Robert Gilpin
1991). 과연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양국 국가지도자들의 성향, 국방전략 및 군사전략의 성격, 전력증강 양상 변화 등
의 요인들에 더해,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및 센카쿠 제도 등과 같
은 분쟁 요인들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여하에 의해, 미중 관계의 미
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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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중간 미래전쟁 가능성:
타이완 해협과 서해상 군사분쟁 전망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전개하고 있는 전략경쟁 여하에 따라 양국간의 분쟁 가
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간에는 미래전쟁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①제한적 경쟁
하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 ②냉전적 상황 하의 전면 충돌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①제한적 경쟁 하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
할 지역은 이미 그레이엄 엘리슨 등이 지적했듯이 남중국해, 타이완, 그리고 서해
(황해) 상에서 미중간, 혹은 한중간 국지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1.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군사분쟁 가능성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등의 도서와 해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의 영유권 다툼이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유의 항행작전을
전개하며, 싱가폴에 연안전투함을 배치시키고, 괌과 요코스카 등의 해군기지로부
터 구축함과 잠수함 등의 전력들을 동 해역에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남해함대 소속 함정은 물론이고, 동해나 북해함대 소속 항모 전단도 수시로 남중
국해에 전개하여 위력항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중 간에 파라셀
제도나 스프라틀리 제도의 연해, 그리고 말래카해협 등에서 우발적 혹은 의도적
해상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각축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1월
이후 중국은 빈번하게 동해전구 소속 기지로부터 J-20 전투기와 H-6K 폭격기,
전자전기를 발진시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내로 비행시키고 있고, 동해와 북해함
대 함정들도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타이완 동쪽 해상으로 항행하면서 타이완을
포위하는 듯한 함대 기동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해병대 전
력은 타이완을 염두에 둔 상륙작전 훈련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국 환구시
보 등은 타이완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통일전쟁을 실시할 경우, 1단계로 전자전 및
사이버전을 실시하여 타이완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2단계로 미사일과 로켓을 타
이완 군사기지와 항구에 타격하여, 핵심 육해공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3단계로 함
선과 전투기로 제해권 및 제공권을 장악하여, 타이완의 잔존 해군 및 공군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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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한 이후, 4단계로 항모, 상륙정, 폭격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상륙작전을 단행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Liu Xuanzun, 2021.8.17.).
이같은 중국의 무력위협에 대해 타이완 내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을 중심으로 하
여 재래식 군사능력을 증대시키고, 미국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대응하
려 하고 있다(Tsai Ing-wen, 2021). 미국내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본격적 군사지
원에 더해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움직임도 대두하고 있다.19)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소설 『2034』에서 그려보인 것처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분쟁 가능성이 커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는 타이완에 대해 중국이 군사분쟁을 도발할 경우, 일본 자
위대 전력도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지낸
가와노(河野克俊) 예비역 제독은 2021년 5월12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 해군이 요코스카 기지와 미 공군
의 가데나 기지에서 항모와 전투기가 출격하여 침공저지 작전에 나설 것이고, 이
경우 중국이 직접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
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일본은 수상의 방위출동 지시 하에 중국에 반격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朝日新聞』2021.6.6.).
자민당 원로정치인이자 정부 각료이기도 한 아소 타로 재무상 겸 재무상도 7월
5일, 자민당 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즉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측의
공격과 같은 분쟁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타이완 방어 역할을 수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朝日新聞』2021.7.6.). 일본은 2015년 미일간 가
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전년도에 용인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하여, 일본의
국가안보에 직접 해를 끼치는 존립위기사태 발생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만일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미중간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군사
19) Michael Rubin, “After Afghanistan disaster, Taiwan must go nuclear”, Washington
Examiner (2021.8.17.). 미국 AEI 연구원인 필자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여 타이완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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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고, 일본도 미일동맹 차원에서 개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는 한
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해역과 공역이 시레인을 포함
한 한국의 경제 및 대외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
보의 관점에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분쟁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서해상 군사분쟁 가능성
만일 미국과 중국 간에 타이완을 둘러싸고 국지적 교전이 벌어진다면 서해상의
중국 군사력 활동도 보다 공세적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완 방면
교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북해함대 및 북부전구, 동부전구 전력들의 출동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평택이나 군산, 그리고 오산의 미군기지 및 한국
해공군 전력에 대한 견제적 군사활동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 해군은
2015년 한국측이 서해상에 해양통제구역(MCA)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
하게 서해, 남해상에서 이 라인을 침입하고 있다. 다음 <도표2>는 2018-2020년간
중국 함정들의 한국측 MCA 진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도표 2> 2018-2020년간 중국 군함의 한국측 MCA 진입 현황20)
2018

2019

2020

서해

60여회

10여회

80여회

동해

10여회

10여회

10여회

남해

170여회

290여회

130여회

총계

240여회

310여회

220여회

중국 공군 전투기들도 한국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우리측 해역 상공을 빈
번하게 비행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21) 따라서 미중간 타이완 지역에서 발생하
는 군사분쟁 와중에,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20) 이 자료는 2021년 국회 국방위 신원식 의원이 합참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김남수, 「총괄평가 기법을 적용한 한중 해군력 균형 평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p.47에서 재인용.
21) 2021년 11월19일, 중국 공군기 2대 및 러시아 공군기 7대가 한국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한
사례가 있다. David Choi, “Abram’s remarks on China challenge ‘very surprising’
to South Korean military”, Stars and Stripe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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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의도치 않은 군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미중간 미래전쟁 발발 가능성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
를 안길 수 있다. 서해상의 해역과 공역은 우리의 주권영역이고,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해협은 한국의 중요한 해양수송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제한적 교전이나 전면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핵심적인 주권이익은 물론 무역과 경제이익에 중대한 차질을 안길 수 있
다. 더욱이 2021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과 12월의 한미간 SCM 합의를 통해, 한미
양국간에 타이완 해협의 안전확보가 공동이익이 됨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동
맹 차원의 역할을 미국이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한국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군사전략과 국방정책 수립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Ⅴ. 맺음 말: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과제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분쟁의 개연성 증대
는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새로운 도전 요인을 제기하고 있다. 냉전시대 한국은 약
소국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6.25 전쟁의 국난을
겪은 바 있다. 21세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냉전시대와 비교하여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종합국력 지표 면에서 세계 10위권 이
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영토나 영해, 영공 뿐만 아니라, 타이완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국제공역이 한국의 경제 및 외교활동에 보다 직결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와 같은 영해 내는 물론, 타이완 해협과 같은
해외지역의 안정이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해상은 물론 타이완 해협,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
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외교 및 국방정책의 구상이 불가결하다. 종전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능력 및 대응체제 구축이었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외교경제적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안보정책은 중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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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분쟁 가능성도 국가안보적 과제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방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의 구축, 그리고 외교정책의 반경 확대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
은 기존에 상정되어온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공간적 범위, 즉 국가의 주권이 미
치는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안보 및 국방에 더해, 우리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진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상공의 공역, 나아가 한반도와 연결되는 국제공
해와 국제공역의 안정도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공간적 대상으로 확장할 필
요가 있다. 요컨대 국가안보정책의 대상 영역을 영토, 영해, 영공 등의 주권영역에
서 확장하여, 국제공역(空域)이나 국제공해 등 국제공공영역(公共領域)에까지 확장
하여 관련 국방정책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영역 뿐만 아니라 국제공공영역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군
사적 역량과 외교적 정책을 안보전략의 범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역량
과 관련하여 원거리 정찰 및 감시가 가능한 전력, 그리고 국제공공영역에서의 국
가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원거리 투사
능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정찰인공위성 등의 우주자산이나 원거리 항행이 가능
한 경항모 전단과 잠수함, 그리고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 이상의 미사일 전력 등
이 새로운 안보전략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정찰 및
감시전력이나 원거리 타격능력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 및 관련 군
사전략 개념의 정립도 요구된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 격화는 누구보다 동맹국 미국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
다. 기존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래식 및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강
구하고 관련 전력을 구축해 왔다. 그런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미중간 전략적 경
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한미동맹 당사자로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국제
공공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태세를 미국과 협력하
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이 표방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과 결성한 쿼드에의 협력적 참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하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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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
으로 제1의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점과 관련
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면서, 중국과도 외교적 및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
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준용하여, 대중 협력의 기조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국제공공영역으로 확대하면서도, 이러한 정책 추진이
중국 적대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자간 무대에서의 외
교적 역할 확대가 불가결하다. 한미간 혹은 한중간 양자 외교채널을 통해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중일 정상회의, ARF 및 서울안보대화 등의 다자간 협의체들을 활용하여
지역질서 안정을 위해 관련 국가들이 공동의 협력 분야를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하
는 외교정책도 강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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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 Prospects of Future War in the East Asia
Young-June Park

Existing discussions of the future war have tended to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cutting edge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weapons. According to this kind of technology-based future war discussions, any country equipped with these future-oriented technology can win a
future war. It is the reason why many countries already make efforts to introduce
the resul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development of high-tech military
weapon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 possibility of future war in the East Asia region, we cannot ignore the state actors who can decide a war based on military
strategy and political objectives. In this sense, we have to review the evolution
of military strategy and foreign policy of major countri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the 2010s, the two countries have competed
each other in terms of national strategy by developing cutting-edge military technologies and enlarging its sphere of diplomacy to gain allies’ or neighboring
countries support.
This paper tries to articulate that a future war can be erupted in the process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by two major powers. Especially, as was pointed out
by Graham Allison or other researchers, some areas lik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Taiwan can become flash points in which the two countries would
collide each other.
By the way, these areas are crucial for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because its major sea lanes have passed through these sea routes. By that reason,
South Korea should rebuil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stability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agendas
for South Korea in the midst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Keywords: UAV, Drone, War on Terror, Counter-Terrorism, Afghanistan War, Pakis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