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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가. 2021 미･중의 현실인식
■ 미･중 공치(共治)시대 다방면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발생1
○ 미･중 간에 지정학(Geo-Political), 지경학(Geo-Economic), 지기술
(Geo-Technical), 지문화(Geo-Culture) 등 4개 분야의 디커플링
이 시작되었다고 판단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대중
국 정책을 보면 마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를 “반(反)중국
과 친(親)중국으로 양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2, 미･중이 군
사력 증강은 물론 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제도, 규범, 가치, 표
준, 네트워크, 5G 플랫폼 장악과 새로운 체제건설을 위한 3차 생
존게임을 하고 있음.3

1. 1930년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현재 미국은 또 다른 아시아의 강대국(중국)과 경제와 지정학
대결에 휘말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급격히 고조되는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1930년대의 재판
(再版)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Keith Johnson and Robbie Gramer, “The
Great Decoupling,” https://foreignpolicy.com/2020/05/14/china-us-pandemiceconomy-tensions-trump-coronavirus-covid-new-cold-war-economics-the-gr
eat-decoupling/ (2021/10/20).
2. 안세영, “루비콘강 건넌 ‘美･中 디커플링’,” 『한국경제』, 2020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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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중 관계의 모순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와 오
커스(AUKUS)를 주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전
략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중국의 일대
일로 정책과 EPN간 충돌,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
을 위한 미･중 간의 복합무역전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가
치관 충돌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경쟁, 협력, 대립을 적절히 조합하여 파국 방지
○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국과 충돌이나 전면적 대항은 회피
- 바이든 정부는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집단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대중국 포위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사안별로 보복하는 광범위한 반중통일전선(反中統一戰線)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을 통제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들과의 동맹관계 재건
을 추진하고, 비핵화･보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
력할 것이나, 산업･기술 등 지기술(Geo-Technical)적 분야에서
는 중국에 강경정책 실시하고 있음.
○ 미 상원이 2021년 4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
(USICA 2021: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시킨 것은 대중봉쇄의 백미
3. 미중간에는 1차 환율전쟁(2015-2015), 2차 관세전쟁(2018-2020), 3차 기술패권전쟁(2021)
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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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혁신경쟁법’은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 법안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
철폐법(MTB) 재개안’을 포함한 무역관련 규정을 비롯해 ‘반도체
진흥법안’, ‘예산안’, ‘노동임금 조항’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
심 산업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겼음.
- 미국은 혁신경쟁법으로 4대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
품)에 5년간 2천 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범정부적으로 공급망
파괴 대응 TF(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와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신설하고,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14개국 정상이 참석한 글로벌 공급망 대책회
의를 개최하여 민주-기술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있음.
■ 중국공산당의 3차 ‘역사결의’와 공산당 일당독재 권위 강화
○ 시진핑 주석의 현 정세판단은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변화 시기에 중국
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방향으로 국가노선을 전환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장기전으
로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으로 신(新) 대장정을 선
포하고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경쟁에 돌입하여 공산당의 권위 강
화,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 중국시민사회감시, 군사력 증강을 하
고 있음.
- 금년 11월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3차 역사결의를 통해
유물변증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가치관 확립,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규정, 일체의 외부세력의 준
동을 불용인 등 강력한 체제보장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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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
의 답보상태와 경제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한 지역 및 글로벌 공급 가치사슬 장악 경쟁에 사활을 걸고 다양
한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4
○ 중국과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무역 및 인권 등의 문제들로 갈등을
겪어왔고, 미･중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의 선별적 사용을 통해 문제 해결
- 중국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주권, 영토 문제인 동시에 공산혁명
완수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대만통일이 가져오는 지기술
(Geo- Technical)적 국가 핵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중 패
권경쟁의 최전선이기도 함.
- 중국 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서도 ‘하나의 중국원칙’과 ‘92컨센서
스(九二共识)’를 견지, 애국자에 의한 홍콩과 마카오 통치 인정,
대만 독립의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 반대 등 양안관계의 주
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어떠한 분란도 용
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음.5
-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
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
중 수교 시 채택한 ‘8･17코뮤니케 6개항’과 ‘대만관계법’을 확인

4. 미국이 중국에게 절대 넘길 수 없는 핵심 첨단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생명과학, 반도
체, 자율시스템 등 5개 분야이다.
5. 이상만. 2021, “중국공산당 19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IFES Brief-27』,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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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불과함.6

나. 202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부문
■ 중국의 태평양 해양진출과 ‘해경법’ 발효로 인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양
관리 문제가 미･중 간의 신해양질서 수립에 영향
○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은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및 인도-태평양 지
역의 안정은 물론 항해와 항공의 자유문제를 제기
-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쿼드
와 오커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상하이협력기
구(SCO) 중심으로 중국-이란-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로 신3각 체제를 구축하고,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중
국, 러시아, 북한과의 새로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미국의 대
중포위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중국은 해경법 발효(2021. 2. 1.)를 통해 중국해경이 무장력을 구
비한 준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고, 개정 ‘중국해경법’은 중국해역
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활동을 할 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등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해경국은 해양경찰이 아닌 중국해군
6. 1982년 ‘8･17 코뮤니케’(中美就解决美国向台出售武器问题的公告: the Third United States
- China Joint Communiqué on Arms Sales to Taiwan)에선 대만 문제를 재확인하고 대만과
‘6개 보장’을 발표했다. 6개 보장은 ①대(對)대만 무기판매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②무기수출시 중
국과 사전협상하지 않으며, ③양안 중재 역할을 맡지 않고, ④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⑤대
만 주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⑥대만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
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1979년의 대만관계법과 1982년의 6개 보장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원칙을
지속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http://www.taiwandocuments.org/assurances.htm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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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중국은 향후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
칙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9단선(南海九段
線)’을 보호･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해경법’을 활용할 것
으로 보임.
■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을 위한 미･중 간 지정학적 대립이 증가
○ 중국이 미국과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서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 program)’
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추진7
-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
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 전반
을 포괄하는 대중국 공급사슬의 단절(EPN, Clean Network)시
도이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
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경제 블록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반중 반도체 기술 동맹, 혹은
기술 민주주의 12국(T-12) 구상은 아직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
하지 못한 중국에게 커다란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디커플링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7. The Washington Times. 2020, “An American-led ‘economic prosperity network’
could be a good start to not relying on China,” Ma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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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유럽연합 간 CAI(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절차 중단은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일환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
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의 원칙적 합의8는 EU와 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
데, 중국의 대EU 투자와 대조적으로 EU의 대중국 투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접
근을 목적으로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한 것임.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
괄적 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음을 문제 삼았고, EU가 중국 시장 진입을 위
해 7년 간 들인 공을 포기할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대열에 유럽 연합(EU)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 EU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가치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파
트너들과 함께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선언한 미국과 보조를 맞
추기 위한 EU의 전략적 이익을 선택한 것임.
- 중국의 입장에서도 신장 위구르 탄압 등을 이유로 올 3월 중국에
인권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과 유럽연합 간
CAI(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하는 상황에 처함.
-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자국 중심 거대 경제권 구축 사업인 ‘일대일
로(一帶一路)’ 견제를 위해 ‘쿼드(Quad)’ 회원국 인도와 함께 미
국과 EU 그리고 제3국에 에너지와 디지털, 교통 같은 사회기반시

8. 2014년부터 7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말 타결한 이 협정에는 EU가 강세를 보이는 통
신과 금융, 전기자동차 등 분야의 중국 시장 접근권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고, CAI 주요 합
의 내용은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
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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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프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EU가 추진하도록 협력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임.
○ 중국의 CPTTP9 가입문제는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대중국 포위망을
벗어나려는 중국의 정치적 책략
- 중국의 CPTPP 가입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일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국 주도의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2020. 11. 15.)을 환
영하며 “CPTPP 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리커창(李克强) 총
리도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했음.
- 오커스(AUKUS) 출범이 중국이 CPTPP 카드를 꺼내게 만든 변수
가 됐을 개연성이 다분한데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안보와 군사기술 협력이 주요 내용
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사안이며, 북미
와 유럽, 오세아니아를 잇는 대중 포위망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임.
- CPTPP는 시장개방 정도 등에서 RCEP보다 기준이 더 높은데
RCEP의 개방률은 85% 수준으로 민감한 제품을 제외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반면, CPTPP는 개방률이 95%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
에 대해 지식재산권과 노동권 보호, 기업 보조금 제한 등에서도 회
원국들에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관계로 국유기업, 노동, 전
자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한 CPTPP 규정을 중
국이 충족하기 어려움.

9.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
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무역규모 1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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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5G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국제질서 수립과정에서 미･중 간의
‘지기술(Geo-Technical)’분야 패권경쟁 심화로 경제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
○ 21세기 기술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신성장동력이 창출되
고, 국제제적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중은 4세대 산업혁명의 주
도권 경쟁 가속화
-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컴퓨터 기술이 군
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21세기 신국제분업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
국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임.
- 중국은 거대한 빅데이터의 축적,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낮은 규제와 인프라 지원 등 기술창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미국은 퀀텀 컴퓨터 분야(신소재, 신약, 바이
오, 인공지능 성능 향상, 보안이 확보된 금융거래, 군사기술, 전 세
계 암호해독 가능)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려고 함.
-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미･일은 완전한 경제동맹 구축을 목표로 매
진함과 동시에 이를 매개로하여 대중국 견제를 가속화하는 중이
며10, 기타 서방의 여타 국가들도 미국의 행보에 동조하고 있으
며11, 중국은 아세안 창립 30주년 시진핑 주석의 기념사에서 보듯

10. 안준호. 2021, “對中견제 힘 합치려… USTR 대표 10년만에 방한”, 11월 19일. https://www.
chosun.com/economy/tech_it/2021/11/19/3FZVZ6NFNRDPTBQ77NCSFPCSOA/
(2021/11/20).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통상 동맹 강화하기 위해 미･일 통상협의체’를 신설하여 미･일 양국이 무역과 디지털, 공급
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양국 주도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불투
명한 산업 보조금 등 중국 관련 통상 문제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11. 2020년 12월 30일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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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남이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천문학적 지원
을 약속한 바 있음.12
■ 미･중 간 이데올로기 차원의 ‘지문화(Geo-Culture)적 가치관 충돌
○ 시진핑 집권 이후 군사체제 재건, 반부패소탕, 독점기업 정리, 하이
테크 산업 관리 및 감독 등 이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도출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고하게 구축
-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2021. 7. 1.)에서 △“중
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을 염두에 두면서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
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경고함.
- 더 나아가 △“유익한 제안이나 선의의 비판은 환영하나 ‘선생’처
럼 기고만장한 설교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인권문
제로 중국을 비판하는 미국과의 대결의사를 분명하게 했으며, 특
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
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
적 임무”라고 강조함.

EU와 중국 쌍방간 상호비준 무산,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제공,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미국과 일본으로 공장 이전 신설 등이 대표적임.
12. 习近平, “中国—东盟建立对话关系30周年纪念峰会”, http://www.chinanews.com.cn/tp/
hd2011/2021/11-23/1010086.shtml (2021/11/23). 중국의 대 아세안지역에 5년간 1
천500억 달러(약 178 조원) 농산물 수입, 아세안에 1천 개의 선진 응용기술 제공, 향후 5년간 아
세안 청년 과학자 300명의 중국 방문 교류 지원, 3년간 15억 달러(약 1조7천800억 원)의 개발
원조를 아세안 국가들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사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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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제기하는 홍콩과 신장 인권문제는 미･중 간 자유민주주의 가
치와 관련된 문제로 여전히 장기간 갈등 진행
- 중국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누구 하나가 만든 물건이 아니며, 민
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인
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
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입장은 ‘모든 나라가 규칙에 의해서 통치돼야 하며, 중국
이 국제 규칙에 맞게 기업 운영과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하며, 미
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
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도 없음
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양국의 전략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
고 경쟁이 충돌로 전이되지 않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
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중국당국은 미･중 경쟁과 갈등 불가피성, 내정 불간섭원칙을 준수,
근거 없는 중상모략 중지, 핵심이익 상호존중 등 대미 강경 메시지를
전파했음.13
-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제제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대국으로 상호 이견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
어 보다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전략적 오판을 막고 상호 공격
과 비방을 통한 제로섬(zero-sum) 게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과 입장을 밝힘.
-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데올로기 전파를
13. 王毅在十三届全国人大二次会议举行的记者会上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答中外记者问.
http://cpc.people.com.cn/n1/2019/0309/c64094-30966178.html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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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이상 체제 이념경쟁 혹은 신 냉전도 아니며 중국은 미국
식 정치제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고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국
식 제도가 중국이 직면한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문
제들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함.
■ 양안관계, 홍콩민주화, 신장인권 문제에 대한 국지적 충돌의 현실화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미･중의 관점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교환
- 중국의 입장은 △“대만 당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추구하려
는 시도와 대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일부 미국 인사의 의도
로 인해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
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한다면 단호한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것이며, 불장난
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
지만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는다
면 우리는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
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확인했고, 대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1979년)14을 지지한다”고 했음.
14.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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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을
문제 삼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미국 선수단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막지는 않겠지만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동조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유럽 및 일
본 등이 보이콧 대열에 동참할 것임.15
-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몰두했던 유럽연합이 홍콩 및 신장 인권
문제로 △EU-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무산시키고, △11월
25일 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경계하며 보편적인 민주와 자유의 권리를 공유하는 아시
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은 유럽의 대(對) 아
시아 정책이 중국 중시(重視) 기조에서 이탈한 것임.16
○ 미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접촉과 군사적 협력을 증강시키는 추세
에 대한 중국의 대만해협 부근의 무력시위 증가
- 대만은 미국 편승전략의 기조 속에서 방위비를 높이는 등 방어능
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해협 안보문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Taiwan Straits security issue)”17를 추구하고 있음.

중국과 협상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15. “바이든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동아일보, 2021년 11월 20일.
16. EU의 대 중국견제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
재했고, 9월에는 EU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 21일 EU의회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
시킨 후 11월 3일에는 의회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했음.
17. YangDanxu. 2021, “Will the Taiwan Strait issue be internationalised under Biden?,”
Lianhe Zaobao, Jun 16, https://www.thinkchina.sg/will-taiwan-strait-issue-beinternationalised-under-biden,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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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되어
100억 달러(약 12조 4천 400억 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트
럼프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하자 중국은 고도의 긴
장상황을 맞이함.
-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는 2021년 9월까지 중국은 전투기
를 포함한 각종 군용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500여
차례 침입했고, 10월 초에는 100대의 젠(殲･J)-16 전투기, 20대
의 수호이(蘇･SU)-30 전투기, 16대의 훙(轟･H)-6 폭격기, 7대의
윈(運･Y)-8 대잠초계기, 6대의 쿵징(KJ)-500 조기경보기 등이 포
함된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동원되었음.18
○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과 보상’의 관점에서 이중
전략 전개
- 처벌행위(군사적 압박)는 주로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의 봉쇄, 대
만과 외교관계 단절 및 중국군용기가 빈번하게 대만 서남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및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하는 군사행
동 등이 이에 해당함.
- 보상행위(경제적 혜택)는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융합”
지도 이념을 기반으로 각종 對대만 우대 정책을 통해 대만 기업과
인재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다양한 경
제적 혜택을 주고, 양안 경제의 긴밀한 교류를 이용하여 대만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 정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
는 것임.19
18.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입이 10여
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80대, 2021년에는 60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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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외국제재
법(中華人民共和國反外國制裁法)’을 통과시켰는데 동법은 대만,
신장, 홍콩 등과 같은 핵심이익 문제를 놓고 미국이 대중압박을 취
할 경우 중국 역시 즉각 외국 개인 및 기업들의 자산몰수, 거래금
지, 강제추방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0

다. 평가
■ 미･중 간 지전략(Geo-Stratigic)적 경쟁은 경제･기술･가치･군사의 복합
판으로 진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차원의 열전(Hot War)으로 확전되지
는 않고, 다만 중국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심리적 압박은 지속
○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당장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고 경쟁은 하되
파국을 회피하는 ‘공동진화’ 방향으로 디커플링은 계속21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권 붕괴나 민주화 같은 불필요한 마찰
을 일으키진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중국 역시 내
년 하반기 20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

19. 대만우대 26개 조치는 2018년 대만우대 31개 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임. 中共中央台办、国务
院台办, 关于印发《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的通知, 2018.02.28. http://www.
gwytb.gov.cn/wyly/201802/t20180228_11928139.htm (2021/10/27).
20. 中華人民共和國反外國制裁法(2021年6月10日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
九次會議通過) 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1/0610/c1001-32128027.html
(2021/09/20).
21. 헨리키신저(Henry Kissinger) 저, 권대기 역. 2012, 『헨리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서울: 민음사):
5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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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국내정치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향해 “양측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에 집중해서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
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중국은 2021년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미국과의 대립과
충돌을 우회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면서 내부 체제 안정과 역량 강
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 확보에 주력할 것임.
○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법인세와 부자증세 공약은 사실상 실효성이 낮아져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조달이 난제로 등장
- 미국은 2차 관세전쟁을 통해 대중국 관세를 높여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 했지만, 관세를 올려서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부터 수입을 늘려도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는 공급망 문제를 인지한 것임.
- 미국은 3차 기술패권 전쟁을 주도할 정부지출 재원 마련 어려워지
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수
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은
독점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에서 핵심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
협에 뚜렷한 해법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합
의로 약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을 통과(2021. 11.7)시
켜 공급주도 정책을 시도하는 중임.22
22. 2021년 11월 7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1조2000억달러(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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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혁신경쟁법과 인프라법, 공급망 파괴 대응 TF를
가동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을 국내에 만들어 중국 중심
의 공급망을 바꾸겠다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국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단절은 아니더
라도 제한적인 무역규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제한을 가하려고
할 것이고, 반도체, 5G,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서방 선
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대 서방국가 기술 탈취를 방지
할 것임.23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권력 장악(사회통제+
공동부유)을 위해서는 경제 개선 필요하며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동맹국과 우방들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처지
- 2018년 미국의 관세전쟁, 2020년 이후 공급망 규제 및 원자재 가
격 급등으로 중국기업의 부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경제에 적
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GDP의 38%를 차지하고 그 규모가 커
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이기 때문에 원자재 공
급이 순조롭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원자재 가격의 상
승으로 중국은 물가상승 불안과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원 블랙홀인 중국경제는 스태그플
레이션(경기둔화+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중국경제가

약 1413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23. Maya Wang. 2021, “China’s Techno-Authoritarianism Has Gone Global: Washington
Needs to Offer an Alternative,” Foreign Affairs, April 8.; Michael McFaul. 2020,
“Cold War Lessons and Fallacies for US-China Relations Toda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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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하게 되면 세계경제도 상당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대만문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란 관점에서 중국이 제1
도련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느냐의 전략적 문제화
-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대전략 속에 대만카드를 적절히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워싱턴의 정책적 변화(대량전술무기
판매, 대만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미국 고위관료의 대만방문 허용,
미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진입)가 감지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
한 항의와 반발(중국공군과 해군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이 거세지
면서 양안관계는 적대적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그리고 ‘오커스’가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1도련선의 방어 목적
이 가시화될수록 대만은 스스로의 생존 자구책을 찾기 위해 미국
의 지원 하에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국가 대 국가의 ‘안보공
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
-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설정한 제1도련선(중국이
내해로 보기 때문에 대만제외)의 경우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봉쇄 최전선에서 대만이 제외
될 가능성(50년대 에치슨라인과 유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대
만이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을 물론 서방(미,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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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망
■ 한국의 현실 인식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라는 명제를 중
심으로 한국의 생존전략을 모색
○ 전략적 모호성은 충분한 국력을 구비한 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기대는 미･중 양국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님.
-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
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중국을 위해 협조해야한
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24
- 사드(THAAD)사태나 최근 요소수 대란도 중국의 의도적인 ‘한국
길들이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사안
별로 전략적 명확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각성하고
미･중이 고도의 전략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양국 사
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
-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 가능 분야(기후
변화,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등), 대결해야 하는 분야(정보통신,
반도체), 전략성 모호성(미･중 간 협력과 대결의 중간지점인 해양
질서)을 유지해야하는 분야, 전략적 명확성(첨단기술, 사이버 안
보)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사안별 대처를 해야 함.

24. 孙茹･王付东. 2021, “美韩同盟涉华合作”, 『现代国际关系』 2021年第8期, 中国现代国际
问题研究院: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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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전진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초래
- 한반도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IRBM)과 대중국 무인정찰자산
배치, THAAD 레이더 탐지거리 증강, F-35스텔스 전투기 증강
배치 시 중국의 보복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 한국의 SLBM 발사 성공과 우주발사체 발사는 동아시아의 게임체
인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심 경계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음.
- 한국 경우, ‘미사일 지침 해제’와 ‘SLBM 발사 성공’은 중국이 주
도하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종속을 탈피하고 영
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對중 전략의 변화(대립-협력-경쟁)와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개편에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
해야 함.
■ 한국이 자기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중･북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
○ 한･미 간에는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
자관계’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 쟁점 사안별로 접근하여 양국에 이
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 방안을 모색
- 미･중 전략경쟁의 지경학(Geo-economic)적 또는 지기술
(Geo-Technical)적 최전선으로 대만(시스템 반도체 분야 우위)
과 한국(메모리 반도체분야 우위)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략
경쟁의 성패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면 이 양방향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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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만이 중국의 5G
플랫폼 천하질서 구축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 고리이므로 미･중의
러브콜이 현실화되고 있음.
- 미･중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양국 모두 한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압박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호주, 동남아, 인도와 같은 제3의 국가와 지역을 우리의 우호적인
파트너로 활용해야 함.
- 한국은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경제안보
전략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기술(Geo-Technical)적 측면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함.
○ 한･중 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국익우선의 원칙론 입장을 유지
-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표면화되면 한국 내 반중정서가 강하게 표출되어
한국이 더욱 미국에 경사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
만도 중국에겐 엄청난 이익임을 알려야 함.
-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기 미･중, EU-중국, 중･일 간 점점 증가
하는 갈등과 모순을 고려해볼 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접근
이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미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
이 없는 ‘한･중은 생활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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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는 당분간 현상유지와 전략적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완충지대(해양과 대륙
세력 간 직접충돌 해소)를 넘어 북한의 지위 변화(홀로서기, 보통국
가)를 가늠하는 척도
-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과 세력균형의
불가피성 때문에 중국과의 의존관계를 단절하긴 어렵지만, 언제
나 대외관계 균형을 위해 의존과 거부 사이에서 생명선 유지를 위
한 대중국 이니셔티브를 기술적으로 발휘할 것임.
- 북･중 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있
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병존하며, 양자관계는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식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될 것임.
-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전략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공존이
필요하지만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만을 거둬
들인 것은 아니며,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적절하게
중국을 관리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꼭 필요함.
- 큰 틀에서 보면 북･중 관계 지향점은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대미
관계 개선) 및 체제안정 보장(법제화된 시스템 통치 추구)’과 △‘중
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공존’의 절충점
을 찾아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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