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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문제제기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음. 당장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추동요인은 높지 않으나, 20차 당 대회 이후 미중전략경쟁이 지속적
으로 악화된다면 외생적 및 내생적 요인으로 인해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시도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 평가와 인식
❍ 현재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지점을 1. 우크라
이나 2. 아프가니스탄 3. 남중국해 4. 대만해협 5. 한반도 5개 지역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중국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5개 지정학적 충돌지점 중 가장 중요시하고 적극적
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군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총력전(總體戰)을 실시하여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
❍ 미국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미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전략
적 목적 차원으로 첫째는 역내의 평화로운 현상(Peaceful status
quo)유지를 위한 것이며, 둘째는 중국과 대만 모두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임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의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문제에 있어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국방비 증액과 각종 법규 수정 등을 통해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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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역량 평가
❍ 중국은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빠른 승기를 잡기 위해 지난 20여년
이상 준비해온 핵과 미사일 비대칭전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근해역에
진입하는 항공모함 및 함정과 함께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공군
기지와 주일미군 공군기지등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타격을 시도할 것
으로 판단됨.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목도하였듯이 중국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하고 장기적인 시가전이나 확전으로 이어진다
면 대만의 반격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외교, 경제, 군사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고전이 불가피할 것임

 결론 및 제언
❍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대만해협에 대한 상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의 개연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국임. 미국의 입장에서
는 중국의 대만해협 현상변경 시도를 절대 용인 할 수 없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만의 분리 독립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모두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고 있음.
대만해협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기관리나 신뢰구축조치(CBM)
강화를 위해 정부 유관 부서를 포함하여 한미 및 한중 전문가들 사이
적극적인 소통 채널 활성화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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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대만 해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와 군사역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본 브리프는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 평가와 인식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하
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인식 변화를 살펴보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자 함
❍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기본입장은 현상유지이며 향후 어느 일방이 현상변
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외교-군사적 개입 등을 통해 대만해협의 현상변경
을 억제할 것이며 매우 강경한 대응이 예상됨
❍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
칙과 일국양제에 의거한 대만과의 통일 달성은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설정함
❍ 현재 중국군 지도부는 미중 간 역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중국
의 군사안보의 역량 강화 및 실전 능력의 배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만을 군사적으로 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존재함
❍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준비해온 비대칭 미사일 핵전
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절대적 군사우위에 대응하겠다는 군사전략을 추진하
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군이 고전을 하는
양태를 목도하면서 전쟁의 양상에 따라 중국정부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
가 용이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음
❍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전쟁을 바라지는 않으나 국제정
치의 오해(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에 의해 군사적 충돌
이 야기 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구축을 위해 역내 국가들간의 긴밀한 노력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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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 평가와 인식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중국(러시아)
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
의(사회주의) 체제 대결이 본격화되어 나타남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직후 미국과 러시아간 신냉전 대결 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외교부장은 3월7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러관계는 가장 중요
한 양자관계 중에 하나라며 국제적 분위기가 아무리 험악해도 양국간 포괄적-전
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함
한편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중러 전략적 공조 차원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각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는 복잡하고 특수한 역사-정치적 경위가 있어 러시아
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힘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지점으로 1.우크라이나 2.
아프칸 3. 남중국해 4. 대만해협 5. 한반도 5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미국(서방)과 중국(러시아)간 제2차 그레이트 게임(second
great game)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의 동진(東進)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의 쿼드
(QUAD)확대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와 역내 지역 영향력 대응 차원
에서 긴밀한 전략적 안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갈등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하
였으며 중국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하나의 중국원칙(一個中國原則)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시금 미국에게 요구하였으며 미국 역시 중국의 대만해협 현상변경
불가 방침을 전달함

❍ 최근 바이든 정부 안보대표단 및 폼페이오 前) 미 국무장관 대만 방문에
대해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 체결한 과거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대만과의 모든 공식교류를 중단하고 중미관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대만문제에서 개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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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는 1월 28일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첫 인터뷰에서
"대만당국이 미국을 힘입어 독립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할 경우 중국과 미국 두 강
대국이 군사적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만해협 문제는 미중간
가장 큰 불씨라고 강조함
한편 중국 정부는 2월26일 미국 미사일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해협을 다시금
무단 통과하자 "만약 미국이 대만독립 분자를 지지하고 격려할 생각이라면 미국
은 단지 대만 독립 세력의 전멸을 가속화할 것이며 미국도 군사적인 모험에 엄중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14억 중국 인민이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고철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고위급 안보대표단과 폼페이오 前 국무장관
대만방문에 대해 즉각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배제된 미중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하나의 중국원칙 준수는 미중관계의 초석으로 이를
무효화하는 시도차원에서 대만 분리세력의 독립행위 지지와 중국의 내정
간섭 즉각 중단을 촉구함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불안해진 대만해협 문제로 미중관계
가 일거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미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함
한편 중국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대만이 독립의 길을 기어코 간다면 오늘의 우크
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면서 외부세력의 간섭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중국이 핵심이익 수호차원에서 대만을 향한 무력사용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3월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楊潔篪)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제이
크 셜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 등 광범위한 국제정세를 논의하였으며 상호간 일치된 합의점 도출에
는 실패함
이번 미중간 최고 외교안보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셜리번 보좌관은 향후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군사 지원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
라 경고하였으나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하며 중러간 정상적인 무역관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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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제츠 정치국원은 "최근 대만문제에 있어 미국의 잘못된 행동과 발언에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 지지와 대만 카드화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으며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고 매우 위험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말 것"을 경고함

❍ 3월 18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를 놓
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중미관계
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함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면서 동시
에 대만해협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물리적 힘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를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함
한편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위기가 갈수록 격화되는 주요
원인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오독했다고 강력히 비판함

❍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안보 대표
단 파견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정부 역시 대만과 미국 유대관계
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대만간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가능성을
시사함
특히 차이잉원 대만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 수단
이 아닌 무력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서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위급 안보 대표
단 파견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고위급 안보 대표단과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침범이 급격이 늘어나
고 있어 각종 첨단 정찰 자산 및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배치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1)

1) 현재 대만의 북부 신주현에 위치한 해발 2,620m 러산 기지에 2013년 미국 레이시온사가 제조한 미
사일 탐지 조기경보 레이더인 페이브포스(AN/FPS-115 Pave Paws)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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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
가. 최근 미국의 대만해협 대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1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마이크
뮬런 前 합참의장, 메건 오설리번 前 백악관NSC부보좌관, 미셸 플러노이
前 국방부 차관, 에반 메데이로스 前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그린 前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으로 구성된 고위급 안
보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함
- 이들 미국 고위급 안보 대표단은 2일간 대만에서 머물며 차이잉원 총통과 추궈정
(邱國正) 국방장관을 만나 대만해협 정세 안정을 위한 긴밀한 안보협력 방안 등
을 논의하였으며 중국의 무력에 맞서 힘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수
호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
-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위기가 급속히 고조되자 미국은 러시아뿐
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바이든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고위급 안보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만해협 수호의지를 다시금 천명함2)

○ 최근 미국은 2개의 전장(theater)개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과 유럽지
역 2곳의 전장에 동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및
대만지역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제압한다는 구상을
제시함
- 특히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조정관은 2월28일 세미나에서 "과거
미국은 2차 대전과 냉전 기간 2곳의 전장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2곳의 전장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
다”고 밝힘
-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를 잇달아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 미국은 이틀 뒤 미사일 구축함 USS Ralph
Johnson을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점은 대내외에 보여줌

2) 이번 미국의 고위급 안보대표단 파견에 맞추어 마이크 폼페이오 前 미 국무장관도 3월 2일 민간인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과 개별면담하고 대만 원경(遠景)재단기금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미국과 대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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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
❍ 현재 미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一個中國原則: One China Policy)
에 의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시에 대만관계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고 있어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는 만약 중국정부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
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대만 정부에게는 미국의 허가 없는 독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적 안보공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견지하
여 대만해협에서 기본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려는 전략임
하버드 대학 페이뱅크 센터(Fairbank Center) 대만 연구소의 스티븐 골드스테인
(Steven M. Goldstein)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
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개의 전략적 목적 차원으로 첫째는 역내의 평화로운 현
상(Peaceful status quo)유지를 위한 것이며, 둘째는 중국과 대만 모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3)

❍ 최근 미국 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리차드 하스
(Richard Haass)회장은 중국의 군사역량(military capabilities) 강화로
인한 공세적 대외행태를 비추어 볼 때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용한
대외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을
주장함4)
즉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가시화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대만정책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명확한 안보공약
(Security Commitment)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간단히 말하여
대만의 독립을 명확하게 보장하여 줄 것을 강조한 것임
하지만 미국이 기존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가시적인 군사적
지원 및 안보공약의 명확성을 표명한다면 중국은 더욱 공세적인 대만정책을 야기
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중론임

3)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 대만 양국 모두에게 군사적 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현상유지를 위한
미국의 묘안이라 할 수 있음. Steven M. Goldstein, “In Defens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Taiwan Strait,” Commentar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October 15, 2021)
4) Richard Haass and David Sacks “American Support for Taiwan Must Be Unambiguous,”
Foreign Affairs, (September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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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대만국립대학의 우총한(Chong-Han Wu) 교수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親대만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동시에 중국정부에게도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인 국
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5) 아울러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분후티앙
(Hoo Tiang Boon)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親대만 행보를 보이면서 무기
수출 및 다수의 정부 고위 관료들의 대만방문이 성사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서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유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함6)

❍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상정하는 상황으로 양안관계의 정치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미국 카토연구소(CATO)의 더그 벤도우(Doug Bandow)연구위원은 더 이상 미국이
우크라니아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들 국가들이
군사적 침공을 당하게 되면 미국이 외교, 경제, 사회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을 해야 하지만 미국이 군사적 충돌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해야 한다고 주장함

7)

결국 미국이 대만에 대한 여지를 주고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뿐이
라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실제로 중국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대만해협에
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 보다는 미국과 역내의 동맹국들
이 다함께 연합하여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8)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소수 주장은 중국 수정주의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할 수는
있으나, 자유-국제질서(LIO)를 벗어나 새로운 질서 구축이나 자국의 패권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이 지극히 낮다고 보는 분석이자 견해임9)

5) Charles Chong-Han Wu, “The End of Washington’s Strategic Ambiguity? The Debate over
U.S. Policy toward Taiwan,” The China Review, Vol.21, No.2 (May 2021),p.139
6) Hoo Tiang Boon and Hannah Elyse Sworn, “Strategic ambiguity and the Trumpian
approach to China-Taiwan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2020)
7) 더그 벤도우 연구위원의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미국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에게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희망
을 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미국이 불필요한 군사 충돌에 연루 되지 말 것을 주장함. 리차드 하스
회장은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면, 벤도우 연구위원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Doug Bandow,
“It’s Time to End ‘Strategic Ambiguity’” Commentary, CATO Institute, (December 16, 2021)
8) Voice of America Associate, “China Flies Dozens of Warplanes Toward Taiwan in Latest
Incursions,” VOA News, (January 24, 2022)
9)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The Washington Quarterly, 44:4,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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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원칙은
‘현상유지’이며 최대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과 갈등을 피하겠다
는 것이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유지 변화 시도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하
다는 입장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대만해협은 상호 다른 이해관계을 갖고 있어 동아시아 역내의 현상유지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3월 18일 미중정상회담
에서 다시금 확인됨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아주 중요하고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
며, 우크라이나와 달리 중국이 현상변경 시도할 경우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예상
됨.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대만해협의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음
향후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과의 통일 차원에서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의도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 감소 등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국방비 증액을 6%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
만 해협 위기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도 중국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7.1% 증가함10)
특히 3월 5일 발표된 2022년 전인대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1% 이상 증가된 1조4504억 위안(약 279조 40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6%대
로 머물던 국방비가 다시 7%로 회복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방예산을
책정하여 발표함

10)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 7.5%
에 이어 3년 만의 최대치 증가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문제 등과 원만한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7%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6,8% 증가한 1조 3500억 위안(약 258조원)
예산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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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금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5.5%로 지난해 8.1%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경제성장률 대비 국방비 증가율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의 급속한 긴장 고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중국 국방부는 2022년도 국방비 7.1% 증액에 대해 14.5 규획에 따른 군대
및 무기장비 현대화, 신시대 인재강군전략 시행, 군사관리 체계 개발과
업그레이드, 국방과군대 개혁심화 지원, 군사정책 제도 개혁지원, 부대
별 업무 및 훈련지원, 군인 생활여건 개선, 장병복지 향상 등에 사용될
것이라 밝힘11)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정세 불안정, 역내 주변지역 안보위기 도전
에 적극 대응하고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7% 이상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함
한편 중국內 주요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미중전략경
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안보 포위봉쇄차원의 쿼드, 오커스,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7.1%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

❍ 3월5일 리커창(李克強)국무원 총리는 2022년 전인대 12기 5차 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建軍(건군)100년의 분투 목표(奮鬥目標)와 지속적인 군사
투쟁을 강조하며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군대훈련과
전쟁대비를 전면전으로 심화하여 군사투쟁을 확고하고 유연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함12)
특히 2021년 정부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시진핑 강군사상(習近平強軍思想)과 신시
대 군사전략 방침 관철을 강조하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싸워서 이기
는 강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분투목표로 제시함13)
11) 중국 국방부는 2022년도 7.1% 국방비 증액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와 대만해협 위기 증가,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함 中國軍網, “國防部發言人接受媒體采訪(2022-03-10).
12) 2021년 7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학습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 견지 및 건군 100주년 분투목표 실현"이라는 주제로 중앙정치국 위원 집단학습을 실시할 정도
로 공산당 지도부에서 100년의 분투목표인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군대 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
로 인식함
13) 시진핑 지도부의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은 "방어(防禦), 자위(自衛), 후발제인(後發制人) 원칙을 견지하
고, 적극방어를 실행하며,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범한
다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할 것이다(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 원칙을 견지한다"
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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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22년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향후 중국군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당의 집중영도와 건설의 전면적 강화, ② 훈련과 전쟁준비의 전면적 심화,
③ 군사투쟁의 유연한 전개 강화, ④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수호,⑤ 현대화
된 군사물류체계와 군대자산관리체계 건설의 가속화, ⑥ 무기장비 현대화의 관
리체계 구축, ⑦ 국방 및 군대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 ⑧ 국방과학기술혁신 강
화, ⑨ 신시대 인재강군전략 실시심화. ⑩ “의법치군, 종엄치군(依法治軍, 從
嚴治軍)” 추진, ⑪ 군대의 질 높은 발전 추진, ⑫ 국방과학기술공업 구성의
최적화, ⑬ 국방동원체계 개혁 완성, ⑭ 전국민 국방교육 강화 등임
☞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과 규모(2010-2022)

❍ 최근 중국군은 시진핑 강군(強軍)사상에 의거하여 모든 부대 운용과 군사
작전을 펼쳐 나간다는 기본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시진핑 강군사상의
핵심은 크게 10가지로 ①강군사명(強軍使命,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공산
당 수호), ②강군목표(強軍目標, 세계 일류 군대 건설), ③강군의 혼(強
軍之魂, 당의 영도 강조), ④강군의 핵심(強軍之要, 싸워서 이기는 군과
전쟁 승리 강조), ⑤강군의 기본(強軍之基, 군의 우수한 기풍), ⑥강군의
배치(強軍布局, 강군사업 추진 지침), ⑦강군의 관건(強軍關鍵, 개혁 강
조), ⑧강군의 동력(強軍動力, 군 현대화와 혁신 강조), ⑨강군보장(強
軍保障, 군사법치체제 강조), ⑩강군의 방법(強軍路徑, 군민융합발전전
략 강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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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법치군 전략(依法治軍戰略)을 강조하며 신시대 강군 차원에서 국방 및
군대 건설의 법치화 수준을 강화하며 당의 절대 영도 자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전투력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군사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부터
각급 기관 및 부대, 국가기관, 지방의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기관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임
 한편 전군의 실시간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당의 규정과 방침에 따른 훈련실

시, 훈련평가, 훈련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하며 부대관리에 있
어서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며 법규와 제도에 대한 집행감독업무를 강화하
는 등 당의 업무 지시와 감독체계의 완비를 요구함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3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총회에 참석하여 외국과의 무력
충돌을 통제하는 법과 규정을 대폭 개선할 것을 지시함14)
특히 3월 7일 열린 전인대 인민해방군 총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해외 군사
활동 관련 군사법치(軍事法治) 사업을 강화하고 군사행동과 법치투쟁에 대해 전
반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군사 분야에서 해외 활동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여
법치적인 수단에 근거하여 국익을 수호해 나갈 것을 강조함15)
더욱이 이번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는 향후 인민해방군의 주변지역을 포함한
해외군사활동에 있어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주변지역과
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과정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법리적 논쟁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법 수정 작업이
본격화됨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국제법
위반이자 유엔헌장 위배라는 강한 비난과 질탄 등이 크게 대두되자 중국
역시 대만해협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법률 정비에 들어감

14) 시진핑 주석은 2월16일 당 기관지 치우스(求是)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항하는 법치 투쟁
을 강조하며 국내 법치와 외교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영역에서 입법을 더욱 강화해 나가
고 미국의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확대 관할법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여 중국의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체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함
15) 2021년 전인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지시로 반외국제재법이 입안되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외국 단체, 개인 등에 대해 블랙 리스트 등에 올려 중국 입국제한, 중국내 자산동결, 중국기업/개인
과 거래금지 등 제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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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의 핵심원칙인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무력 사용 금지를 위배하였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3월7일 전인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대외 군사법치 정비 지시는 향후
대만해협 등지에서 무력 충돌 발생 시 군사력 투사에 따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
회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비하는 사전 법적 논리 준비 일환
으로 보여짐

5.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역량 평가
가. 중국의 군사적 역량
❍ 시진핑 지도부는 대내외적으로 대만 문제를 국가주권 사안이자 핵심이익
(核心利益)문제로 보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원칙 거부 혹은 대만 독립을
시도 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함
 이는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주석이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필히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함
더욱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대만 동포들을 수호하면서 ‘독립’을 조장하는
일부 독립세력들과 그 어떠한 ‘외부세력’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역내 안보상황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16)

❍ 현재 중국군 지도부는 미중 간 역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역내 정세 속에
서 중국의 군사안보의 역량 강화 및 실전 능력의 배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급변하는 역내 정세 변화 하에서 시진핑 지도부는‘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새로운 전략경쟁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기 시작함17)
1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fense Policy: China’s
Defensive National Defense Policy in the New Era, Defense White Paper, 2019
17) Li Jiayao, “Xi orders armed forces to enhance combat readiness,” Xinhua, (Janua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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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이후 미국 군사 안보전문가 사이에서 중국의 군사역량에 대한 평가는
위협적이라고 보는 시각과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에 걱정할 이유
가 없다고 하는 담론으로 양분되어 있음. 반면 한 가지 확실히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는 중론은 중국이 지난 20여년 이상 강화해온 미사일 역량 재고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으며 미국이 추진하던 군사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199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이후, 하이테크 정보전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우위 전쟁 양상에 대해 충격을 받은 중국 지도부와 군부는 1990년대 중반
대만해협 분쟁이후 다시금 중국의 군사력 후진성을 절실히 인식함
특히 1995-96년 대만해협 분쟁 당시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출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미 해군병력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상대국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가진 각종 레이더 기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반증한 것임18)
1990년대 중반 당시 중국의 제2포병은 핵무기를 관리하고 한국에 있는 오산이나
군산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그 이상의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함

❍ 2000년대 초반부터 장쩌민 지도부는 10% 이상 고속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대만 통일 수복을 위한 군사혁신을 단행하였고 미국의 9.11 사태와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이후 중국은 군사역량 확보와 군 현대화를 위해 국가
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역사적인 기회를 얻음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역량의 집중투자에 힘입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공세적인 미사일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DF-21C 미사일과 DH-10 미사일
전력으로 일본의 카데나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음
이미 2017년을 기준으로 H-6 및 IRBM의 역량 강화로 인해 미국 괌 엔더슨 공군기
지도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고 보는 시각이 대두됨19)
2019) http://eng.chinamil.com.cn/view/2019-01/04/content_9396346.htm
18) 당시 중국 정부는 기존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항공모함 건조 등의 군사현대화 작업을 보류하고
C4ISR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군사혁신을 단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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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만해협 무력 분쟁 발생시 무엇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은 중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는 핵무기 선제 사용이
라 할 수 있음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 개혁과 군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여 실질적인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사용을 할 수 있으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NFU)원칙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추측됨20)
더욱이 향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시 중국이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상함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역내 전략적 안정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미국은 크게 우려함21)
여전히 중국은 핵무기선제불사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시진핑 지도부의 정권
안보, 중국 대도시의 함락, 전쟁에서의 완전한 열세 등이 보인다면 핵무기 선제공
격으로 선회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나. 중국의 실질적 군사 대응
❍ 대만해협에서 미중간의 군사충돌시 가장 먼저 중국군이 취할 군사적 행동
은 제 1도련선내 진입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및 함대 등의 해상병력을 단거
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타격하여 섬멸을 시도하는 것임
 2020년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 합동작전 개요>를 발표하고 군종 및
영역 간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대폭 강조하며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매우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한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도모함
 이미 중국군은 군사 작전 측면에서 대만 동쪽 부근인 서태평양 지역으로 해/공군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만 섬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양면에서 동
시 협공하는 연합작전 훈련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22)
19)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2015).
20) ‘No First Use’에 대한 더 명확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학계에서는 ‘선제불사용’ 원칙이라는
기존의 표현이 있으나, ‘1차불사용’이 더 정확한 번역 표현이라고 제시하는 의견이 있음
21)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 발생시 중국군이 만약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하
게 된다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미국의 중국안보
전문가와의 인터뷰 (2022년 1월, 미국 워싱턴 D.C)
22) 현재 중국군의 주요 병력을 대만 동부 해역에 배치하여 대만군의 해공군기지와 전력보존구를 속전속
결로 공격하고 이어 미군의 군사적 개입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작전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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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중국군은 대만해협 군사작전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미군의 개입을 상정
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미군의 대만
개입을 저지한다는 구상임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시현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상대적 군사적 우위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
실제로 침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권의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기에 우세한 군사 역량으로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수는 없다고 하겠음. 특히
한 국가의 지역과 주요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시가전이나 장기적인 게릴라전
이 불가피하며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이 있음
첫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 시, 우크라이나군은 국내의 한정된 진입
로를 차단하면서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탱크, 미사일,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무력
화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둘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장 지휘통제본부
및 지원부대를 교란 시킬 수 있는 사이버 및 전자전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의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음. 셋째,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우세
한 적군에 대응하여 획기적인 기동전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지역과 도시를
함락하기 위한 시가전에서는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여지가 있음24)

❍ 현재 대만군 역시 중국군의 대응에 맞서 강력한 조기경보 시스템, 중국
동부연안에 대한 합동 타격능력, 강력한 합동 대공 방어능력 등 전체적으
로 대공방어와 타격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군과의 연합
작전 능력도 크게 증대됨
반면 여전히 중국군은 대만군과 미군에 비해 공군과 해군 기동화 전력 및 항모전
단 조기경보 능력이 부족하며 타격능력과 공중급유 능력 등이 약하며 해양감시와
추적 범위도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완전하게 대만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함25)
23) 중국군이 대만 본토 이외 부속도서(펑후, 진먼, 마주 등)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어 동사
군도 등 부속도서를 탈취하거나 해상 및 공중 봉쇄도 미군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 중국군의 속전속결
작전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음
24) Philip G. Wasielewski, Seth G. Jones & Joseph D. Bermudez Jr., “Russia’s Gamble in
Ukraine,” CSIS BRIEFS, (January, 2022)
25) 과거에 비해 중국군 공군, 해군의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확실하
게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능력 및 제2 도련선까지 해군과 공군 투사능력은 검증되고 있
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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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향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중국군이 완벽하게 군사작전을 진행
하고 확실한 군사 통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군사 무기 현대화와 연
합작전 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국군이 제시한 2035년까지 국방력 현대화
(서태평양 지역 억제력 확보)차원에서 모든 군 현대화와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26)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수의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서방국가들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각종 무기를 활용한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전을
주시하면서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봄
특히 중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나토
(NATO)가 직접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으나 휴대용 드론,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과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를 대거 지원하여 전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전사' 역할을
지적함
더욱이 러시아와 비교해 볼 때 전투력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 속에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전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위기
가 발생할 경우 중국 역시 국제사회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
하는 군사 전략 모색과 추진이 예상됨

❍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 발생시 중국군은 미국의 구축 함대등을 포함한 해
상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고 승기를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자국의 레이더 관측기술 및 군사위성이 격파되는 것을 보호하고 미국의
군사위성 및 감청 시설을 선제적으로 무력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대만 주변 400km 내에 39개의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대만 수복을 위해 최적화
된 군사 역량을 지난 20여년 가까이 준비함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조기경보 레이다와 감청 군사위
성 등을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하는데, 미국이 승기를 잡으려면 동/남중국해에
위치한 토마호크 (Tomahawk missile) 순항미사일 혹은 전자파 재밍(Jamming)의
기술로 중국의 레이다 감시체제를 사전에 무력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6) 향후 중국군은 대만해협 위기 대응과 2035년까지 국방력 현대화 실현을 위해 추가 항모건조, 잠수
함, 상륙함, 대형수송기, 전폭기 등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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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이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개입할 경우 해상 충돌을 넘어 중국
내륙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타격한다면 사실상 대만해협의 국지전을 넘어
미중간 전면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확전의 의지와 참여 여부
는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
예컨대 대만해협에서 미중 양국간 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된다면, 중국은
제2도련선에 진입하는 미군의 해상병력 타격을 포함할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공군의 후방지원을 하는 항공모함의 무력화는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선제
공격이 예상됨
더욱이 중국군은 미국의 공군기지 타격역량 확보가 전쟁 초기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점을 간파하고 있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미국의 석유보급로, 활주
로, 격납고 등을 사전에 격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27)
반면, 중국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속전속결로 끝
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 및
대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중국은 상당한 고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는 대만해협 분쟁시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AUKUS)를 실질적인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함.28) 한국은 북한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대만해협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이 대만해협에
군사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중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현대화 지원을 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위기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되
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활동 중인 미 해군과 공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해협 수호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 현상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음

27)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미사일 타격으로 무력화 된다면 미국 공군은 연료공급 어려움 속에 대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미 일본의 카데나 및 후텐마 공군기지나 괌의 엔더슨 공군기지, 하와
이 공군기지는 중국의 주요 타격 대상이 될 여지가 높음
28) 2022년 상반기 한중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측 안보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오커스를 매우 위협적인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인식함(2022년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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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가 무리하게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자칫 스스로의 1인 권력 기반을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가거나 무너뜨릴 수 있음
결국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해협에서 극단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
며 속전속결로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통일전선과 총력
전(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등)을 적극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임. 반면 20차
당 대회이후, 국내외적 상황에 의해 미중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는 상황임

6. 시사점 및 함의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중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
러시아 제재 이행 및 경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간 상호 충돌 가능성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음
특히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 지원시 미국은 러시
아 제재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이럴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긴장 위기도 다시금 고조되고 있어 대만문제
를 놓고 미중간 치열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분야 등에서 방위적인 갈등과
대립구도가 재현되기 시작함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현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군의 상대적 군사우위
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주요 지역과 도시 함락을 위한 시가전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해 진입해 오는 한정된 군사부대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재래식 무기 무력화 시도, 사이버 및 전자전으로 러시아군의 전장 지휘
통제본부 무력화 시도, 획기적인 기동전으로 교란작전 시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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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군이 속전속결로 대만의 주요 도시를 함락하지 못하고 장기
적인 시가전이 진행 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다가오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핵심이익
이자 주권사안인 대만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원칙을 미국이 존중하지 않
고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을 야기 할 경우 미중간 심각한 갈등과 충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 있어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국방비 증액과
법규 수정 등을 통해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만해협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
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
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임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달리 중국이 무력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중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이 한반도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중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는 그간 추진되었던 7~8개의 공개 및 비공개 미중 군사안보
관련 대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임. 미중 양국 모두 정치적 이유로 전략 대화
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3자가 대화를 주선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형국임.
우리 한국은 역내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의 존립과 번영을 해치지 않도록 동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에 한-미-중 안보대화 구축을 제안함

❍ 향후 대만해협을 놓고 미중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한미 및 한중관
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중국은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변화와 각종 첨단 전략무기 배치 가능성 등을 예의
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 -

특히 대만해협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기관리나 신뢰구축조치(CBM) 강화를
위해 정부 유관 부서를 포함하여 한미 및 한중 전문가들 사이 적극적인 소통 채널
활성화가 요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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