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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대만
해협의 긴장을 다루었음.1
- 특히 양안관계는 미・중 관계에서 실제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hot spot)’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충돌영역임.
- 양안관계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군사적 핵심 현안으로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을 강조할 때면 양안관계도 순조로웠지
만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때면 항상 대만문제가 최악의 상황으
로 전개되었음. 대만 내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국민
당 정권이 집권했을 경우 양안관계가 안정적이었지만, 민진당이
나 탈중국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양안관계의 패턴이 있음. 키신저 질서가 작동할
때는 미국이 민진당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관리하며 안보 위기를
낮추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대만 문

1 T
 he Economist ,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2021년 5월 1일자. Available
on: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5/01/the-most-dangerousplace-on-earth(2021/8/20).

7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제는 “관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은 중국 특색 정치체제 유지, 국내 사회적
안정 유지, 대만 문제, 지속적인 경제 발전 등인데 미・중 경쟁 과
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와 함께 공존, 협력
메커니즘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중・대 3자 관계에서 고려할 점은
▲ 미국이 중국을 장기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점; ▲ 미
국이 대만의 독립 문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 ▲ 미
국정부 정부가 대 중국 정책으로 대만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다는 점;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내정간섭
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은 앞으로도 장기간 변할 수 없는 상수임.

○ 미・중 관계는 이미 과거 40년의 ‘왕래 시기’를 넘어 새로운 ‘경쟁
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40여년의 도광양회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것은 역사의 순환규율임.2
- 일부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하면
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가능성이나 전
략적 경쟁 격화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도 했음.
- 이러한 예견들이 2018년 후반기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국관계가 전략적 패권경쟁
2 苏起(2019), 中美博弈, 台湾该选边吗?, 「联合新闻网」 2019年6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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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 미・중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패권경쟁의 문
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제정치에서 구조
적인 문제이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며, 쌍방이 핵심이익
을 두고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야 함.3
- 키신저의 중국 예측은 중국 위협론의 실체를 다시 고민하는 기회
를 제공하며,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위협적 패권국이
되려면 능력, 의도,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라는 세 박자가 고루 맞
아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중국이 이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
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회의적임.

중국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역설4

▲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그의 저서 『중국 이야기(On
China)』 에필로그(‘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제목의 결론에서
1907년 영국 외무부 고위관리 에어 크로(Eyre Crowe)가 당시 독
일의 부상과 영국의 대응책에 관한 경직된 대독(對獨) 인식이 제1
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크로는 ‘독일은
정치적 패권과 제해권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에 대한 객관적

3 李相万(2019), 习近平新时代两岸关系: 收缩还是扩散, 「中美冲突之下的国际新秩序
与东亚前景」, 2019韩国外国大学台湾研究中心国际学术研讨会资料集, 2019年6
月21日; 赵全胜(2019), 中美关系的走向及其半岛, 台海问题上的博弈, 「海外看世界」,
2019年4月1日. Available on: http://comment.cfisnet.com/2019/0401/1315674.
html.
4 헨리 키신저, 권기대 역, 『중국이야기』, 민음사, 2020, pp. 6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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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므로 대영제국 존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독일 온건파 정치인들의 화해공존 움직임을 ‘패권 추구를
위한 위장전술’로 단정하면서 신뢰구축이나 협력의 가능성을 원천
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미국에서 이러한
역사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크로 학파’로 명명한 워싱턴의 강
경론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패권적 위상
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대중(對中)인식은 100년 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
는 것에 불과할 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
며, 두 강대국은 앞으로도 가능한 한 협력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
는 ‘공동진화(co-evolution)’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 물론 미・중 간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냉전시대의 미소대결 양상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 제로섬 게임은
아니고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음.5
- 미・중 갈등 시기 양국간의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도 양국이 협력
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양안
관계 역시 극한 대립상황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양국이 핵심이익
을 두고 타협점을 찾아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보임.
- 마잉주 정부 시기(2008-2016)의 양안관계는 ‘92 컨센서스’와 전
5 화
 웨이 멍완조우 석방, 미국 LNG 수입, 알레스카 고위급회담 등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경쟁과 협력으로 진행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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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모호성을 토대로 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동의 하에 양안관
계의 평화적 발전이 가능했음.
- 그러나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92 컨센서스’의
수용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노선을 추구하였고, 급기야 올해 쌍십
절 국경절 연설에서는 ‘양국론(兩國論)’의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
을 자극해 양안의 긴장이 고조되었음.6
- 여기에 편승한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대전략 속에 대
만카드를 적절히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워싱턴의 정책적 변
화(전술무기의 대량 판매, 대만 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미국 고
위관료의 대만방문 허용, 미해군 함정의 대만해협진입)가 감지
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중국 공군과 해군의
대만해협 무력 시위)이 거세지면서 양안관계는 점점 어려워지
고 있음.

6 차
 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주권국
가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2016.10.4.), 장샤오위에(張小月) 대만 대륙위원회주임
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일대일로 국제고위자 포럼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안통
일을 지지하면 대만독립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하자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대만은 절대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我们是绝对不会接受一中
原则这样的一件事情, 因为台湾不是中国大陆的一部分, “中华民国”是一个“主权独
立的国家”. 2017.5.18.)”고 하여 대만이 점진적인 독립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Charles Hutzler, “China Can’t Make Taiwan ‘Boe to Pressure’, Islands Leader
Says”, The Wall Street Journal , Oct. 4, 2016[Online]. Available: https://www.
wsj.com/articles/china-cant-make-taiwan-bow-to-pressure-islands-leadersays-1475616782[2019. July 2]; 张小月：我们绝对不会接受一中原则 [Online].
Available: http://bj.crntt.com/doc/1046/8/4/9/104684945.html?coluid=93&kindid
=15870&docid=104684945&mdate=0518215440[2019.Jul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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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장기
전으로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으로 신(新)대장정을
선포하고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경쟁에 돌입함.
- 현재 당면한 미・중 관계의 모순은 첫째, 정치적으로 대만여행법
(2018)과 국방수권법(2018), 그리고 대만보증법(2019), 전략경
쟁법(2021)이 야기한 문제; 둘째,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군
사협력체를 주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전략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셋째, 경제적 측면
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
크(EPN) 간에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위한 미・
중 간의 복합무역전쟁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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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중 간 대만 문제와 키신저 질서의 지속과 변화

1. 미・중 데탕트와 대만문제의 전략적 모호성
○ 1970년대 초 미소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중
은 소련 견제라는 공동목표 아래 전략적 접근을 가시화하였음.
-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필요로 했고, 중국도 소련
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결과 결국 미・중관계의 개선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은 미・중의
공동의 적이 되었음.7
- 상호의존적 미・중관계는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 1979년 ‘수
교공동선언’, 1982년 ‘8・17공동선언’8 등을 기초로 발전되어 미

7 安秉俊(1986), 『中國政治外交論』, 서울: 博英社, p. 342.
8 1982년 ‘8·17 코뮤니케’(中美就解决美国向台出售武器问题的公告)에선 대만 문제를
재확인하고 대만과 ‘6개 보장’을 발표했다. 6개 보장은 ①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기
한을 정하지 않고, ② 무기수출시 중국과 사전협상하지 않으며, ③ 양안 중재 역할을
맡지 않고, ④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⑤ 대만 주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변
경하지 않고, ⑥ 대만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
이며, 1979년의 대만관계법과 1982년의 6개 보장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원칙을 지
속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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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對대만 4개 No’s 방침이 결정되었음.9
- 하지만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만여행법(2018.3)’10이
발효되고,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NDAA 2019)11과 대만보증법
(TAA 2019・H. R. 2002)’12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이 ‘전략적
경쟁법’(SCA 2021)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는 다시 전환점
을 맞이하고 있음.

○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했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음.
- 1978년 수교 코뮤니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기 위
해 대만과 공식적인 정치 관계는 단절하되 경제・문화적 관계만
유지하며, 미・중 양국이 국제 분쟁을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음.13

9 대
 만독립이나 분리거부, 대만과 공식수교 거부, 공격형 무기판매 거부, 대만과 상호
방위조약 체결 거부를 뜻함.
10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직자(관료, 장교, 정치인 등 공식적인 정부 라인의 인사)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측 당국자와 회담하는 것과 대만 고위관리가 미
국을 찾아 국방부, 국무부를 포함해 미 당국자와 만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으로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
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을 말한다. 2018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 대만보증법은 미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무기 판매를 지지하고 대만의 국제
기구 가입을 지원하며 대만의 국방비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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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저우언라이와 키신저 사이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는데,13 “미국은 대만해협 양측의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
을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14라고 명시하여 미국과 중국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시키
는 방식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
았음.
- 하나의 중국 정책을 근거로 1979년 1월 1일 미국은 중화인민공
화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음.
- 1978년 12월 ‘미・중 수교 코뮤니케’에서는 다시 한번 72년의 상
하이 코뮤니케를 확인하면서 “미국이 대만과 공식적 정치관계는
단절하지만 경제・문화적 관계는 유지한다”고 명시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13 1 972년 2월 미 · 중간 체결한 상하이 코뮤니케(Shanghai Communiqué:上海公报)
는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 코뮈니케(Joint Communiqué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말한다. 1972년 2월 2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있었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방
문 중에 채택되었으며 외교 관계의 수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문화 교류 확장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약속한 바 있다.
14 원명은 「中华人民共和国和美利坚合众国关于建立外交关系的联合公报」이고 일반
적으로 『中美建交公报』라고 부른다.1978년12월16일 미국과 중국이 북경과 워싱턴에
서 동시에 발표하고 1979년 1월 1일 정식 발효한 ‘미 ·중 수교 코뮤니케’이다. 주요내
용은 대만과의 단교, 대만에서 미군과 군사시설 철수, 미국과 대만이 맺은 조약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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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구조를 구축하였음.

○ 이러한 미・중 수교 원칙하에 미국은 1979년 1월 1일 대중 수교 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하
고 발효시켰음.
- 대만관계법 제정의 배경에는 명목상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상태
에서 대만과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를 암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있던
것임.
- 1979년 ‘대만관계법’의 핵심 내용은 “▲ 미국과 중화민국이 과거
맺었던 외교협정을 유지하고, ▲ 미국이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
기와 군사기술을 대만에 제공하여 대만 주민의 안전과 사회경제
적 제도를 위협하는 무력사용 등 강제적 방식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 대만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소유
권 및 당사자 적격 승인 등임.”15
- 대만관계법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재 대만협회(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美国在台协会)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법 역할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1954년 체결된 미

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이

15 H
 .R.2479-Taiwan Relations Act, [Online]. Available: https://www.congress.gov/
bill/96th-congress/house-bill/2479[2019, Ma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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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내법 제정을 통해 대만과 군사적 동맹에 버금가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16
- 주 대만 미국 대표부(대만협회: AIT)에는 미 국방부 방산관계관
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대만과 미국 간의 관
계를 적절히 조율하고 있음.17

○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조국통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사실상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대만문제는 중국입장에서 주권, 영토 문제인 동시에 혁명 완수라
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
의 부상과 미국의 중국 견제가 부딪치는 최전선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시스템에 적극 편입될 필요가 절
실했고, ▲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했으며, ▲ 대만도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음.
16 미
 국과 대만의 군사동맹에 관련해서는 나영주(2006), 「미국-대만의 군사동맹 변화
와 대만의 안보」, 『아세아연구』 49(1), pp.141-172 참조. 미 ·중 수교 이후 미국이 대만
에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중국은 이를 비판했고,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시 미 ·
중 간 군사적 대치 국면도 발생했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 ·중 양국은 1979년
형성된 미 · 중 간, 미국과 대만 간 미묘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19), 「미국의 대만 무기 FMS판매 결정과 전략적 함의」,
『KIMA Newsletter』 제541호,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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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대만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독립 반대 입장과
함께 92컨센서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대만에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적 시각
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 국민당은 ‘92컨센서스’가 대만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문제를 최
종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대립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
면, 민진당은 ‘92컨센서스’의 존재 자체는 물론 내용과 발전 가능
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음.
- 이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중
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의 ‘각자의 해석’을 둘러싼 모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는 다음이다’(先經後政), ‘쉬운 일이 우선이고, 어
려운 일은 다음이다’(先易後難)라는 입장에서 92컨센서스는 양
안관계에 있어 유효한 원칙이 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카드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데 <대만여행법(TTA)>, <미국방수권법(NDAA 2019)>, <대만
보증법(TAA 2019·H. R. 2002)> , <‘전략적 경쟁법’(SCA 2021)>
등 미국과 대만관계를 강화시키는 법안들이 해당됨.
- 대만여행법(TTA)은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직자(관료,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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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공식적인 정부 라인의 인사)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으로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미
국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측 당국자와 회담하는 것과 대
만 고위관리가 미국을 찾아 국방부, 국무부를 포함해 미 당국자
와 만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정치적, 군
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으로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
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
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으로 미 정부
의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이란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 동결, 중
국 통신장비 대기업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한 추가 제재 등
의 조치가 이법에 근거하고 있음. 특히 2018 국방수권법에는 미
군의 대만 함정 교차 방문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대만보증법(TAA)은 대만 관계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시화를 강조하고, 국무부 내규인 대만관계지
침(Guidelines on Relations with Taiwan)의 검토, 대만의 국제
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만은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 정부는 대만의 비대
칭 국방전력 추진을 지지하고 대만이 국방예산을 늘리도록 촉구
해야 하며, 대(對) 대만 군사무기 판매를 정례화해 대만의 자위능
력을 강화하고, 대만이 수중 작전 및 방공 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발전시키고 통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대만이 세계보건총
회(WH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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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전략적 경쟁법(SCA2021)은 대만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
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이 추진하는 비대칭 방위전
략 실행을 위한 장비와 기술지원, 미군과 대만군의 공동 훈련 시
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대만문제의 소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
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
- 미국에서 시작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들었던 시기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축적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
으로 적극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미국의 정
치 엘리트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
는 전환점이 되었음.
- 미국의 對 중국 개입정책 추진에 인식적인 전제가 되어왔던 ‘경제
적으로 발전된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방
향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및 2018년의 개헌 과정을 통해 무너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구조는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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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되고 있는 중임.
-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신장(新疆), 홍콩, 시짱(西藏) 문제에 있어
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경한 입장과 정책을
보이고 있으며, ▲ 2021년 3월 26일 미국과 대만 간에 해경(海
警) 분야 양해각서(MOU)가 체결 되었고, ▲ 동년 4월13일에는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이하며 바이든 대통령 특사 자격으
로 고위인사 3명(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대만
을 방문하였고, ▲ 동년 4월 21일에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과 시켰고, ▲ 동년 6월7일에는
미 연방 상원의원 3명이 처음으로 미 공군 C-17 수송기를 타고
코로나19 백신(75만분)지원과 대중관계 논의를 위해 대만을 방
문했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
선을 단적으로 보여줌.

○ 물론 신중국 건국 이후 미・중 관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왔
고, 거시적으로 보면 대립과 충돌에서 타협을 통한 공존의 방향으
로 전개된 것도 사실임.
-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중국은 국가 현
대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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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도전받지 않는 패권국으로써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음.
-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사회 시스
템의 견고한 유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한
후에도 미국이 옹호하는 정치체제와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
조적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민주주의
의 위기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기존의 자신감을 상당히 상실
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
-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하면
서 “중국모델”을 언급하고, 대외 정책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미국 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의 새로운 변형인 샤프
파워(Sharp Power) 관련 논쟁이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실
정임.18
18 C
 hristopher Walker, Hearing on “China’s Relations with U.S. Allies and Partners
in Europe and the Asia Pacific”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Washington, DC: Studies & Analysis,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pril 5, 2018);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December 2017), [Online]. Available: https://
www.ned.org/wp-content/uploads/2017/12/SharpPower-Rising-AuthoritarianInfluence-Full-Report.pdf; Christopher Walker and Jessica Ludwig, The Meaning
of Sharp Power: How Authoritarian States Project Influence, [Online]. Available: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7-11-16/meaning-sharppower[2019, Jul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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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
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1월 20일 미 국방
부가 10년 만에 발간한 국방전략 보고서(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에서 공통적으로 중
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강대국이자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현상타파 세력)”으로 명시했고, ‘전략
적 경쟁법’(SCA2021)은 미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전략적 경
쟁국’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첨단기술과 공산이념을 활용하여 미
국의 글로벌 경쟁자로 부각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 트럼프 행정
부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
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임.

시진핑주석의 역사인식 레토릭

▲ “잠자는 사자인 중국은 한번 깨어나면 온 세상이 흔들 것이고 이
사자가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국을 계속 재워주세
요”(中国是一只睡狮, 一旦它醒来, 整个世界都会为之颤抖. 它在沉睡

着, 谢谢上帝, 让它睡下去吧)(1815,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의 두 강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차이와 모순을 적

절히 처리하고 차이를 유지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야한다.”(宽广的太

平洋两岸有足够空间容纳中美两个大国. 由此, 两国应该以相互尊重

和求同存异精神妥善处理分歧矛盾)(2012. 2. 14. 시진핑 국가 부주

25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석 방미시 워싱턴포스트 기자회견)
▲ “이제 잠자는 중국사자는 깨어났지만, 이 사자는 평화적이고, 사
랑스러우며, 문명스런 사자이다.”(中国这头狮子已经醒了, 但这是一

只和平的, 可亲的, 文明的狮子)(2014. 3. 27. 시진핑 주석, 중국과
프랑스 수교 50주년 기념대회)

▲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 压
迫, 奴役我们, 谁妄想这样干, 必将在14亿多中国人民用血肉筑成的

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2021. 7. 1. 공산당100주년 기념사)

등에서 시진핑 시대의 역사인식을 가늠할 수 있음.

○ 미국의 對 중국 인식의 근본적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미·중 간 경
쟁과 협력이 공존하던 상황이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음.
-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마치 1980년대 미국의 “일본 때리기
( Japan-bashing)”에 버금가는 “중국 때리기(China-bashing)”
혹은 전략적인 중국 포위 전략이 진행 중에 있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많은 대외 전략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국의 공세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NASA 방문, 대만에 무기판매, <국방
수권법>,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대만보증법>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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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시키고, 미국 재 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미 해병대를 다시
주둔시키기로 하는 등 대만 카드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양안 관계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이 중시하는 국가적 아킬레스건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경제
문제인데 미・중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도 분쟁 당사국 중 어떤 국가의 주장이 합
법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국이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명분으로 중국의 행위를 비난
하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힘에 부치는 관련국들을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석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가치동맹을 강조한 것도 미・중관계를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대만을 국
가로 표현한 것을 두고 중국은 미・중 수교의 산물인 “하나의 중
국 원칙”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보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양국 간 전
략적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지역 질서에도 협력적인 요인보다는
경쟁적 요인이 더욱 부각될 것임.
- 더욱이 중국, 미국과 같이 주변 국가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 국
가 간 경쟁 심화는 이 두 국가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진영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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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정치, 경제, 이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대립하는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음.
-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 관계
를 제고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방향성은 동아시아 지역 내 질서와 역내 국
가 간 관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미・중 전략경쟁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전략
적 가치가 커졌음.
-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국 견제의 레버리지를 넘어서 세 가지 차
원에서 중요해졌는데 첫째는 군사적 경쟁의 차원, 둘째는 기술경
쟁의 차원, 셋째는 민주주의 등 가치의 차원에서 대만이 갖는 가
치가 중요해졌음. 특히 기술경쟁의 차원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면서 TSMC 등 대만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
에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을 자국의 관리와 영향권 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생겼음.19
-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하나의 중
국’ 정책을 수정하여 대만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4대 아킬
레스건(남중국해문제, 경제문제, 인권문제, 대만문제)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임.

19 T
 SMC가 난징에 16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 반도체 칩이 군사적
으로 사용되는 것에 미국과 대만 당국이 매우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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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
약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대만 안전보장 조항을 담아 ‘대만관계법’
을 제정했고, 1982년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6항 보증 원칙’20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금년 들어 홍콩보안법 파동 이후 미국 외에 대만카드를 사용
하는 나라들(영국, 독일, 캐나다, 인도, 유럽연합 등)이 증가하여
중국과의 수교원칙인 ‘하나의 중국’정책이 흔들리고 있음.

○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양안통일이 진정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
고 인식하며 어떠한 상황, 어떤 지도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치 아젠다라 할 수 있음.
- 중국의 국가적 아킬레스건(남중국해문제, 대만문제, 인권문제, 경
제문제) 중 하나인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국가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을 언급하면서 중화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정치

20 1982년 ‘8·17 코뮤니케’(中美就解决美国向台出售武器问题的公告)에선 미 ·중 간에
발표했던 코뮤니케에서 언급했던 대만 문제를 재확인하고 대만과 ‘6개 보장’을 발표
했다. 6개 보장은 ①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② 무기수출시 중국
과 사전협상하지 않으며, ③ 양안 중재 역할을 맡지 않고, ④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⑤ 대만 주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⑥ 대만에 중국과의 협상
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1979년의 대만관계법과 1982년
의 6개 보장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원칙을 지속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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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강력한 카리스마 구축을 위해 노력
해온 상황에서 대만 문제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임.
- 중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패권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만변수
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문제의 해결과 양안의 통일 실현은
어떤 국가적 과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적・이념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양안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대만에 대한 정
책의 탄력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부분임.
-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정치
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파이
브아이즈(Five Eyes)를 확장한 반중국 군사동맹을 추진한다면 대
만문제는 이러한 반중동맹 추진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음.
- 대만은 현재 반(反)중국 군사동맹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중동맹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
며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21 만약 대만이 반중동맹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참여국들과 잠재적 참여국들은 이러한 연합전선에 참여

21 K
 eoni Everington, “Taiwan seeks to build alliance to counter China,” Taiwan News ,
Sep 10, 2020.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005700(검색일:
202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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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대만의 가입은 ▲ 이러한 연합전선이 사실상 반중연합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되고, ▲ 대만의 도덕적 해이 혹은 대범
함(emboldenment)을 유발해서 양안 간 무력 충돌을 낳을 수도
있고, ▲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억지의 목적으로
참여한 많은 국가들이 실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 대만이 이러한 반중연합전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참여국가 혹은 잠재적 참여 국가들의 연루
위험(entrapment risk)이 커지게 됨.22
- 미・중 양국은 특히 민감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둘러싼 갈등, 대
만독립문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서로 노골적으로 군
사력을 과시하는 등 양측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과거 어
느 때보다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본다면, 대만의 참여 요청은 미국에게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음.
- 대만해협에서의 정치적 현상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미
국은 1972년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 1979년 1월 1일자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타이완의
중화민국과는 단교)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 틀 내에서 타이완

22 G
 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1984):
46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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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루어왔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지만 양안
관계의 현상을 강제적으로 변경시키는 시도는 하지 않았음.
- 특히 1979년 이후 ▲ 중국은 타이완에게 평화적 교류를 제안하
고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 타이완은 일국양제
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대륙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개방했고
양안 간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상대적으로
양안 교류에 적극적이던 마잉지우가 총통으로 있던 2008년에는
양안 간 직접적인 대삼통(통신, 해운, 항공 교류)이 용인되어 정
치외의 교류는 급속하게 증가했음(2020년 타이완의 대중수출은
1515억 달러로, 대중(홍콩 포함)수출의존도는 43.8%)달함.
- 대륙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이던 국민당정권 시절 양안관계는 안
정적으로 발전했으나, 2016년 민진당 정권의 등장은 양안관계를
악화시키기 시작했음. 이런 정치변동 상황으로 양안간의 변화를
인도했던 정치적 현상유지는 2000년대 들어선 이후 타이완 내에
서 “사실상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의 영향력의 증가로 ▲
대내적으로는 역사 교육 등에서의 탈중국화, ▲ 대외적으로는 다
른 국가와의 정부기구간 교류나 국제기구 참여의 확대를 적극적
으로 추진했음.

○ 타이완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과잉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게는 이 문제는 정권의 통치정당성과 직결되고, 미국은 타
이완이 군사적 위협 아래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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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동맹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가능성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냉전 시기 미소 간에 존재했던 수준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메카니즘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타이완의 정치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워서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대만해협
의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음.

○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 대만은 트럼프 시기의 미・중 갈등을 기회
로 삼아 적극적인 대미 편승 전략을 취하는 반면 시진핑 체제는 이
에 대해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중국군이 무력통일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지만 때때로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을 흔드는 모습을 보임. - 또한 미국 전략 그룹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상정하고 전략적 명확성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 주
장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단된 타이완과의 고
위급 관료 간 교류를 시작했으며, 2020년 10월 6일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은 타이완에게 “미국이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이라
고 발언하기도 했음.
-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중국 견제에 타이완 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면서 양안 사이의 군사
균형이 무너지고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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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3월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미국
의 가장 큰 전략 위협이며, 타이완도 중국이 위협하는 목표 중의
하나”라며 “아마 6년 이내에 타이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미국 내에서는 타이완 방어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민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시아의 중요 민주국가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의 요청을 거
절한다면, 자신이 앞서 내세웠던 가치를 스스로 철회하는 셈이
되고, 만약 대만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언급했던 연루의 위험으로
인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21일 진행된 CNN과의 인
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지킬 것인
가?”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23하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23 “ Biden Twice Promised to Defend Taiwan: Gaffe or Intended Departure from
Strategic Ambiguity?”, Fair Winds Foundation .
http://fairwindsfoundation.org/en/event/Taiwan%20Weekly/8/Biden%20
Twice%20Promised%20to%20Defend%20Taiwan%ef%bc%9aGaffe%20
or%20Intended%20Departure%20from%20Strategic%20Ambiguity%
ef%bc%9f/356?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2021102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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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쟁이 촉
발되었음.

newsletter&ut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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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불안정성

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봉쇄 제도화
○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고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이
문제를 중요한 키워드로 설정했음.
-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매우 큰 대만
카드는 이렇든 저렇든 미국에 대해서는 비용이 크게 드는 중국의
심각한 대응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는 좋은 패가 되는 것임.
-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보다는 훼손하려는
행위자”라고 명시하여 중국 공산당 통치체제를 공개적으로 비난
해 통상전쟁을 넘어 체제와 이념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음.
- 특히 대만을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과 더불어 인도-태평양지
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로 분류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하나
의 중국원칙’을 수정하여 대만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4대
아킬레스건(남중국해문제, 경제문제, 인권문제, 대만문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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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으로 평가됨.

○ 인도태평양 전략은 나토(NATO)와 더불어 미국의 세계전략 추진
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전략 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인도태평양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방패이고, 나토는
유럽으로 팽창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역
할을 하고 있음.
-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3각 동맹 플러스 호주, 그리고
인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6.1.)에
서 언급했듯이 대만 역시 이 전략의 핵심국가임.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의 중국실체 규정
부 처

주요내용

국방부

•중국을 ‘현상변경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고, 미국·
일본·호주·인도(Quad) 주도로 한국 Quad Plus 참여 요구, 한
국을 ‘린치핀’(linchpin)으로 대만을 ‘핵심국가’로 묘사

국무부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설정을 비판하고, 인도양지역의 자유롭
고 열린 질서 보호 및 항행의 자유 보장, 호주·일본·한국 간 역
내 협력 강조

백악관

•중국인민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하고, 중국정부를 독재정권이라 칭
하고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대중국정책 위험성 경고

※ 출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2019. 6. 1.), 인도-태평양 비전 공유(2019. 11. 4.) 및 미
국의 대 중국 접근(2020. 5. 20.)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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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략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
적으로 4가지를 고려하고 있음.
-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이미 한국전쟁시기 맥아더 장군에 의해 대
만은 불침항공모함으로 불렸고, 냉전 후에는 대만은 중국굴기를
제어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음.
- 외교적 고려사항으로 대만은 미・중 간 전략게임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투입되고 효과가 분명한 가장 편리한 승부패임.
-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의 민주가치관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문제를 가지고 국내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임.
- 경제적 고려 사항으로 대만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기술 동맹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선봉대로 인식하고 있음.

○ 글로벌 레벨에서 미・중 간의 국력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
만문제에서 만큼은 백중지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가치부여와 결심은 중국이 바라보는 가치와 결심보다 크지
않음.
- 만일 중국이 내외 압력을 크게 받으면 오히려 대만을 상대로 그
내부적 압력의 배출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임.24
-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주변국들은 패권경쟁 국가들로부터 편
24 苏起(2019), 「中美夹缝中的台湾」, 『联合新闻网』 2019年2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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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강요받기도 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만이
독자적인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위험회피전략)을 구사하
기가 쉽지 않은 입장임.

2. 인도-태평양국가와 전략적 협력 공간 확장
○ 2016년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NSP: The New Southbound
Policy)은 ASEAN,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8개 국가와 경제무역
협력, 인재교류, 자원공유 및 지역연결을 통하여 ‘상호공영의 신협
력모델’ 창조와 ‘경제공동체의식’의 건립을 목표로 설정한 민진당
정부의 대외정책임.25
- 신남향정책은 전임 마잉주 정권이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정책 지
향점이 대륙에 편중되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대만 사
회가 경제발전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제기되었고,
대만정부가 신남향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륙에
의 종속을 우려하는 대만 민중들의 궐기일 것임.26

25 이
 권호(2019), 「대만 차이잉원 정부 신남향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韓中社科學
硏究』 제17권 제1호(통권 50호), p.100. 신남향정책(NSP: The New Southbound
Policy)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 프레임에 가두어 종속적 위치에 결박시키려는 중
국대륙의 양안통일 시도에 대한 대만정부의 전략적 저항정책이라 할 수 있음.
26 이태준(2018), 「대만의 “신남향(新南向)정책”과 “해바라기 학생운동” 고찰」,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August, p. 776. 최근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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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대만의 신남향정책이 단지 경제정책의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전면적인 ‘가치동맹’을 목표로 하여 대만
이 주변국들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중국을 배척하고 국제적 연대 공간을 확장하여 ‘하나의 중국’ 정
책을 거부하고 대만독립을 추진하여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에서 지정학적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의 반 중국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남
향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중국의 신남향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대만이 단순히 경제영
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부
터 벗어나려는 목적이며, 대만의 경제적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
을 유지하기 위한 탈중국화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27
- 즉 중국은 대만의 신남향정책이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주변
국들과의 ‘가치동맹’을 형성해 중국을 배척하고 국제적 연대 공간
을 확장함으로써 종국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하고 대만
독립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탈중국화 전략이라 의심하고 있

년 봄에 발생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兩岸服務貿易協議), CSSTA 반대 구호 속에
벌어진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運)”이다.
27 邵宗海(2016), 『蔡英文時代的兩岸關係(2016-2020)』. 臺北: 五南圖書. p.137; 王建
民, 陳麗麗(2017), 蔡英文 “新南向政策”的主要目標與前景展望, [Online]. Available:
http://hk.crntt.com/doc/1045/2/4/9/104524915.html?coluid=63&kindid=0&docid
=104524915&mdate=1229115522[2019, Jul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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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28
- 차이잉원 정부는 ‘미국과 친하고(親美), 일본을 끌어들이며(拉
日), 중국에 대항(抗中)’하는 대외정책을 구사함으로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고, 미국과 대만이 현재의 정책 방향
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국은 강력한 저항으로 일관할 것임.

28 S
 hi Ding-Sha(2017), The US Factors in The “New Southbound Policy,” Taiwan
Studies , Vol.4 (2017), pp.85; 신챵(信强), 「긴장 속 평화에서 무언의 대치까지: 양안
관계 평가 및 전망」, 『Sungkyun China Brief』, 제5권 3호, 2017년,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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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중 간 對대만 정책 변화와 당사국의 반응

1.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정
1)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
○ 현재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중 강경정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4월8일 민주당-공화당 공동 발의 성격의 중국 견제를 목
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함.
- 상기 법안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과 금융, 외교, 군사 등 모든 분
야를 포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한다는 데
일치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줌.
-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은 미 행정
부로 하여금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
여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도록 발의함
- 전략적 경쟁법이 인식하는 중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첫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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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둘째, 이를 토
대로 선도적인 세계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최종적으로 중
국 공산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
주함.
-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민
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기존의 금융제도를 위협하며, 동시에 해
외의 민간 기업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는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중국 정부의 본질을 은폐하는
데 대해 미 의회는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과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서로 신뢰할 만한 파트
너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언급하고 있음.29
-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
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 전반
을 포괄하는 대중국 공급사슬의 단절(Clean Network)의 시도
이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구축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경제 블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이 주변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

29 “ An American-led ‘economic prosperity network’ could be a good start to not
relying on China”, The Washington Times ,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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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금년 6월 G7 정상회의(2021.6.12.)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에 맞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으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
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을 제안하였지만 일부
유럽참여국들의 지지 여부는 불분명함.30

○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한 전방위 공격은 오히려 중국
이 국가역량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공산당 통치 체제의 재정비와
중화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음.
- 40여 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여
새롭게 중국경제의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
음.
-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전쟁은 체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의 강화와
중화민족의 결속력을 증가시켜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킬
것임.
- 중국은 세계경제의 산업연결망(Industrial Chain Network)에 깊
이 연계되어 제조업 부문에 상당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신산
업연결망을 구축하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가 생성되어
중국이 재(2차)공업화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30 박현영, 中일대일로에 맞설 ‘바이든표 B3W’… “유럽은 생각 다르다”, 중앙일보,
2021.06.13. https://news.joins.com/article/24080745(검색일: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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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성과와 국가안보와 안정은 아주 중요한 공
공재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국가
와 사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음.

2) 체제 경쟁과 이념 갈등
○ 2018년 10월 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31을

시작으로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

의 충돌로 이어지는 이념· 체제문제 소환하고 있음.
- 냉전 시기와 비교할 때 양국의 정치 체제 차이에 기인하는 이념적
갈등 요인은 시장경제적 요인이 강조 되면서 미・중관계는 1989
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잘 관리되어 왔음.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갈등 요인이 경제와 무역, 기술
에서 이념의 영역까지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 연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중
국 최고 지도부에게 미국의 이러한 언급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음.
-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 국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31 V
 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Online]. Available: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2019, July 1]. “미국인들은 항상 대만의 민주주의 수용이 모든 중국
인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제시했다고 믿는다(America will always believe Taiwan’s
embrace of democracy shows a better path for all the Chine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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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면 서구 보편적 가치를 따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시장경제가 진행될수록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음.

○ 미국 입장에서 대만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는 중국을 공격하고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격의 도구가 되고 있음.
- 카이론 스키너(Kirin Skiner)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래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의 충돌을 “진정으로 다른 문명과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
라며 “우리가 백인(Caucasian)이 아닌 대단한 경쟁자를 가지는
것은 처음(This fight is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USA hasn’t had that before.)”
이라고 언급했음.
- 기든 라흐만(2019)은 “서방 세력이 중국을 세계화와 무역으로 포
용한 것은 경제적인 결정만은 아니다”며 “중국이 세계화를 통해
서구의 정치적 가치(자유・민주주의・인권 등)를 받아들일 것이라
는 정치적 판단도 있다”고 밝힌 바 있음.32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회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 개막 연설
에서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
명으로 개조하려거나 심지어 대체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며 “평
등과 존중의 원칙으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명과

32 Finance Times ,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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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대화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문명은 원
래 충돌이 없었고, 문명 교류는 대등하고 평등해야 하며 강제적
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33
-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sharp power 강화 문제
로 이어지며, 미국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의 충돌로 이어져 상당
한 정도의 이념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중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정치체제 문제라 할 수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국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면 서구적 가치를 따르게 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에는 성공했으나 신뢰할 수 없
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수십 년간 계속
된 미국의 접근 전략이 실패했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중국은
이들의 희망사항에 부응하지 않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
色社會主義)를 발전시켜 왔음.
- 미국은 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부
상을 원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이 같은 ‘선의의’ 접촉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장기 전략’
에 이용된 것으로 인식되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시작했
음.

33 신화사,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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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굴기가 미국의 패권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인
식하에 중국의 성장 예봉을 꺾기 위해 대중국 무역전쟁과 과학기
술전쟁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 전쟁을 도발하고 중국
을 적대시하는 등 광범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입체적인
중국봉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임.

○ 중국은 미・중 경쟁과 갈등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내정 불간섭원칙을 준수할 것과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중지, 핵심이익 상호존중과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
다고 강력히 경고함.34
-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제제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대국으로 상호 이견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
에 없어 보다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전략적 오판을 막고 상
호 공격과 비방을 통한 제로섬 게임(zero-sum)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과 입장을 밝힘.
-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데올로기 전파를
하지 않는 이상 이데올로기식 체제경쟁 혹은 신 냉전도 아니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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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1.10.20). “中美之间在开展合作的同时, 也会出现一些竞争, 这是国际关系的正
常现象, 关键取决于我们如何看待和处理. 一味放大竞争, 就会挤压合作的空间. 聚焦
扩大合作, 才符合中美共同利益, 也是两国对世界承担的责任. 我们希望美方摒弃零
和思维, 同中方相向而行, 在深化合作的进程中形成良性竞争, 在各自发展的同时实
现互利双赢.”

53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중국은 미국식 정치제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고 있지 않으나 그
렇다고 미국식 제도가 중국이 직면한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이 직면한 문제들도 해결해주지 못함.

3) 인적 교류 증가
○ 〈대만여행법〉 제정과 미국 재 대만협회(AIT)의 역할 확대를 통해
서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 2018년 3월 발효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
직자가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고 대만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겠
다는 신호를 분명히 준 것임.
- 이것은 미국과 대만 양국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첫 행사의 주제가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이라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만 카드를 이용해 대 중
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사안으로 보임.35
- 2021년 8월 9일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 최고위급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
이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대만과 협력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음.

35 채
 인택(2019), 「[창설 70주년 맞은 나토 동맹] 인도태평양 동맹시대 오나」, 『중앙시사
매거진』 1479호 [36].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5546[검색일: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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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방문 기간 동
안 대만 ‘총통’,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 천젠런(陳建仁) 전
총통, 라칭더(赖淸德) 부총통과도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대
(對)중국 견제 차원에서 진행된 방문으로 분석했음.

- 2020년 5월 대만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리다웨이(李大維) 국가
안전회의 비서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사실도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가늠하
는 척도이기도 함.
- 2021년 10월 9일에는 대만 육군 사령관 쉬옌푸(徐衍璞)가 국방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서 미 국방부 고위층을 만난 뒤
하와이에서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도 조우했음.

4) 무기판매 증가
○ 민진당 정부의 출현으로 대만독립이 가시화되면서 국방부문의 전
력증강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 대만 정책 조정은 질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대만의 생존을 보장할 대표적인 국내 정책은 국방력 재건으로, 국
민당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대
만의 국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
- 현실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무기 수출국들은 중국과의 관계
를 의식해서 대만에 무기 수출을 꺼려왔으며, 대만의 경제 침체로
인해 재정이 부족했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만 군사력은 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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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대 중국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선 무기 판매는 이전 행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중국
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이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만이 도입을 바라던 F-16V, C-103, F-5, IDF 등
군용기나 M1A1 전차 등 무기뿐 아니라 3세대 야간표적식별장비
인 스나이퍼(Sniper) ATP(Advanced Targeting Pod)와 같이
도입시 기존 대만 무기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
비들의 대만 판매도 허용하였음.36
- 2015년에는 18억 달러, 2017년 6월에는 대만에 대한 조기경보
레이더 부품, 어뢰, 미사일 등 약 14억 달러, 2019년에는 22억 달
러 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37
-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기업에 제
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2017-2021년 대만 무기구입 현황
시기

주요내용

•HARM Anti-Radiation Missile(50기); JSOW 공대
2017.06.29.
지미사일(56기); MK48 어뢰(46기), 기덕급 구축함
전자전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입

달러

14.2억

36 한
 국군사문제연구원(2019), 「미국의 대만 무기 FMS판매 결정과 전략적 함의」,
『KIMA Newsletter』 제541호, 2019년 6월 24일.
37 대만이 원하는 미국의 무기는 A1A2T 에이브람스 탱크 108대, 스팅어미사일 250기,
F35B전투기, 핵잠수함, RC-135정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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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

•F-16, C-130, F-5와 경국호 전투기 5년분 부품 구
매

2019.04.15. •F-16 비행훈련 및 후속정비 관련 장비

2019.07.08.

•M1A2T전차(108대); M8842장갑구호차(14대);
M1070A1-HET운송차(16대); FIM-92스팅어 미사
일(254기) 구입

2019.08.20. •미 행정부, F-16V 전투기 66대 판매계획 승인

3.3억
5.0억

22.0억

80.0억

2019.12.17.

•미 행정부, 록히드마틴사와 대만항공기 제작사(한상,
AIDC)와 F-16V 전투기 정비센터 설립 허가

.65억

2020.05.20.

•미 국무부, 대만에 잠수함용 MK-48모드6 어드밴스
드 테크놀로지 어뢰 18개와 필요지원 장비 판매 조
치를 승인

1.80억

2020.07.10.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PAC3) 성능
개량 목적 구입

6.20억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 고속기동포
병로켓시스템(HIMARS), SLAM-ER공대지 미사일,
하픈 함대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3종 세트 구입
2020.11.03. •공격용 무인기 MQ-9 시가디언 4대 구입
•미사일 어뢰, 재래식 탄약무기체계와 76mm
Bofors-L70/40 반제공격시스템, MK15방진거리무
2020.11.06
기체계, ASROC대잠수함 로켓, MK36 교란탄 발사
대
•M109A6팔라딘 155mm자주포 40문, M992A2야전
2021.08.04
포병탄약보급차 20대, AFATDS(야전포병전술데이
터시스템) 1700개 구입
2020.10.21.

18.0억
6.0억
1.07억

7.5억

※ 출처: 각 연도 自由時報, 聯合報, 多維報, 聯合早報 등 참고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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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만을 미국이 對 중국 견제를 위해 추
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크
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의 對 대만 정책 조정은 질적인 측면에
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기되기 전에도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중
국을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11번째 항모”로 인
식되고 있었음.
- 2019년 9월 대만에서 개최 예정인 미국과 대만 간 대화의 명칭이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Indo-Pacific Democratic
Governance Consultations)”이며, 크리스텐슨 AIT 대표와 우
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
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미국과 대만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은 대만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음.

○ 미 상원이 2021년 4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
법(USICA 2021)을 압도적 표차(찬성 68 대 반대 32)로 가결시
켰음.
- ‘미국혁신경쟁법’의 가결은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백 년을 다지
는 초석”으로서,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으며, 동 법안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
세철폐법(MTB) 재개안’을 포함한 무역관련 규정을 비롯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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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진흥법안’, ‘예산안’, ‘노동임금 조항’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겼음.
- ‘미국혁신경쟁법’은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 ▲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전담 부서 신
설을 골자로 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
▲ 외교위원회의 ‘전략경쟁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 국토안보 및 정부 업무 위원회’의 ‘바이 아메리카’ 법
안, ▲ 재무 위원회의 ‘2021 무역법안(GSP 및 MTB 재개안 포
함)’ 등이 추가 완성되었음.
- 정보통신관련 세계적 싱크탱크인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 법안 가결에 찬사를 보내고, 연구개발
(R&D) 예산이 원안 대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으
나, “R&D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
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음.

2. 차이잉원 정부의 ‘탈중국화-대미편승’ 전략 강화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구상 등 전략 목적은 기본적으
로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의 최전선 방어에 있음.
- 1981년에 획정된 ‘제1도련선’ 방어선은 1950년에 미국이 획정한
‘애치슨라인’과 유사하며 미국이 일본-필리핀-말라카해협까지
적(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하는 1차적이며 최전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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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38
- 대만의 경우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동 방어선에 노골적으로 포함
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제약이 있고, 한국의 경우 지리적인 이유
가 크게 작용하지만 만약 이 저지선에 한국을 포함할 경우 미국
의 방어선이 중국의 턱밑까지 도달할 수 있어 중국은 이를 미국
의 노골적인 도발로 인식할 것임.
-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이 두 지역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 시 한미동맹이
매우 유효하고, 대만과는 미・중 수교로 동맹관계가 파기되었지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통해 제1도련선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했으며, 특히 ‘인태전략’과 ‘쿼드’ 전략이 군사
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이 관건임.

○ 바이든 정부가 향후 Quad(+3)를 확장한 반중국 군사동맹을 추진
한다면 대만문제는 이러한 반중동맹 추진에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
이 있음.
- 대만은 현재 반(反)중국 군사동맹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38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제2도련선은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선으로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을 위한 저지선인데
한국 제1도련선과 대만은 제2도련선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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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중동맹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
며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39 만약 대만이 반중동맹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참여국들과 잠재적 참여국들은 이러한 연합전선에 참여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대만의 가입은 △이러한 연합전선이 사실상 반중연합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되고, △ 대만의 도덕적 해이 혹은 대범
함(emboldenment)을 유발해서 양안 간 무력 충돌을 낳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억지의 목적으로
참여한 많은 국가들이 실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대만이 이러한 반중연합전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른 참여국가 혹은 잠재적 참여 국가들의 연루
위험(entrapment risk)이 커지게 됨.40

○ 미국은 양안관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
초하여 대만문제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직
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왔음.41
- 미국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개입 강화와 짝을 이루는 것은

39 K
 eoni Everington, “Taiwan seeks to build alliance to counter China,” Taiwan News ,
Sep 10, 2020.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005700(검색일:
2020년 9월 11일).
40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1984):
461-495.
41 문흥호(2007),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p.13, p.111; 서진영(2010),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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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일 것임.
-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직후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친미/친일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도 당장 대만 독립을 추진하지는 않
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자적 생존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독자 생존을 보장할 대표적인 국내 정책은 국방력 재건인
데, 국민당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
로 대만의 국방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무기 수출국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대만
에 무기 수출을 꺼려왔으며, 대만의 경제 침체로 인해 재정이 부
족했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만 군사력은 과거와 달리 對 중국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됨.

○ 차이잉원 정부는 유사시 대만의 생존을 최종적으로 보장할 수 있
는 국방력 재건을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 2016년, 새로 선출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하나의 국가, 두 개
의 체제(어떤 ‘중국’이 합당할 것인지는 중국과 대만이 각자 해
석)’를 선언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켜 온 ‘92컨센서스’를 인정하
지 않겠다고 천명함. 이후 중국 공군은 2017년 7월부터 12월 사
이에 대만 영공을 14차례나 넘나들며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계
속하였음.
- 차이잉원 정부는 특히 공군력과 잠수함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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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지만 제한된 국방비 예산으로 양과 질을 모두 갖춘 무
기를 구입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므로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
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양을 갖춘 후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
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대만이 자체로 건조하려 하는 잠수함 사업도 기술 도입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만의 국방력 재건 정책
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고 있음.

○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도 중국은 대만 독립으로 가
기 위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음.
- 현행 대만 헌법의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대만과 중국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대만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
이지만 개헌이 실제 진행되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명약관화하
며, 또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고 밝히는
등 대만의 독립을 향한 포석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민진당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어 공용화 정책이나 신남향정책
(新南向政策) 등도 상술한 국방력 재건이나 개헌만큼 정치적 의
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
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들이므로 역시 양안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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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진핑 정부의 對대만 ‘보상과 처벌’전략
○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과 보상”의 관점에서 이
중전략을 취해 왔는데 민진당 집권기에 들어서 처벌과 보상이 동
일하게 증가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대만은 더욱 큰 압
박을 받고 있음.
- 처벌행위는 주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정부를 겨냥하는 것
으로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의 봉쇄, 외교관계 단절 및 군사행동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대만의 수교
국들로 하여금 대만과 단교를 하게 만들고 대만이 국제기구와 국
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해협 주위를 맴돌고, 중국군용기가 빈번하
게 대만 서남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및 대만 해협의 중간선
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임.
- 보상행위는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시진핑이 제기한 “경제사회적
융합” 지도 이념을 기반으로 각종 對대만우대 정책을 통해 대만
기업과 인재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다
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양안 경제의 긴밀한 교류를 이용하여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 정부를 우회적으
로 공격하는 것임.

○ 2018년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식장에서 시
진핑 주석은 “대륙의 발전 기회를 대만동포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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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에 힘쓰고, 중국의 평화통일 절차를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라
고 선언했음.42
- 시 주석은 강한 권력을 지닌 중국 지도자로서 1982년 헌법의 서
문에서 언급한 대만과의 통일을 재천명하면서도 1982년 12월 4
일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동녕동월 공포 시행
됨.43 시진핑 정부는 대만이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계속하기도 했음.
- 대만이 2017년부터 활동해 온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에서 대만을 배제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제항공사가 자사
웹사이트에 대만을 중국으로 표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게다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협박 전술을 구사한 결과, 대만
을 인정하는 국가는 2016년보다 5개국 줄어, 현재 17개국에 불
과함.44
42 「 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
2018年3月20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index.htm.
43 1982년 12월 4일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동녕동월 공포 시행됨.
序言“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 完成统一祖国的大业是包括台
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神圣职责”.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06/content_4421.htm[2019. July 2].
44 이훈(2018), 「중미 국가들의 대만 단교 움직임 그리고 향후 전망은?」, 『KOTRA 과테
말라 무역관 리포트』, 참조. 2016년 3월에는 감비아, 2017년 6월 13일 파나마, 2016
년 12월 상투메 프리니페, 2018년 8월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 정부가 대만과의 단
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공식 수교했다. 위 국가들이 대만과의 단교를 한 주요 원인은
중국과의 경제적 지원 때문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탈대만/친중국화는 미국의 대 중
남미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만의 현재 수교국은 중남미 9개국, 오세아
니아 6개국, 유럽 1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총 17개국이다. 현재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도 대만과의 단교를 고려중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65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 2018년 2월 28일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등 29개 부처가 대만에 대한 경제 당근책 31개 조항이 담긴
‘양안(兩岸) 경제문화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해 대만 기업이 ‘중국제조 2025’, 국유기업 개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취업・교육・의료・문화・금융 등 방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2013년 체결한 “양안서비스무역협
정(CSSTA)‘을 업그레이드하여 대만인의 민심을 잡기 위한 ‘보상
책’을 제시하여 중국본토 기업과 대만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
록 했음.45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汪洋)은 2020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를 의식하여 대만 내 친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대만
의 기업과 개인을 우대하는 양안(兩岸) 경제문화 교류・협력 촉진
을 위한 ‘26개 조치’46를 발표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음.

중국의 대만고립화 정책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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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国
 务院台办, 《关于进一步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 2019. 11. 4. 대
만우대 26개 조치는 2018년 대만우대31개 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요 내용
은 ▲대만인은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에 영사 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국에서 중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며,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 중국 본토인과 동등
한 대우를 받게 되며, ▲대만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 축구와 농구, 탁구 등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대만 기업이 주요 기술 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네트워크 건설 등에도 참여할 수도 있으
며,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민간 항공과 테마파크 투자 및 소액 대출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수출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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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무력 통
일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통일 의지가 단순한 언사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까지 수반하는 통일 후 대만통치의 개략적
인 원칙과 구상을 천명하였음.
- 2021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류쥔촨
(劉軍川) 부주임(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 겸임)은 통일 후 대
만통치의 원칙과 구상은 ▲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 재산, 종
교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을 옹호하는 모든 대만 동포는 진정으로 주인 역할을
할 것이며, 대만 통치와 조국 건설에 참여하고 복지 발전과 부흥
의 영광을 최대한 향유할 것이며, ▲ 통일 후 대만의 평화와 안녕
이 충분히 보장되고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
용될 것이며, ▲ 통일 후 대만 경제는 본토 시장을 광활한 배후지
로 삼아 발전의 공간이 더 커지고, 경제 경쟁력이 더 강해지며, 산
업 및 공급 체인은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이라고 강조했음.47

○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문제는 국가주권과 연관된 핵심이익의 문제
이므로 어떠한 댓가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
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強對強, 善對善’의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중관계를 처리해 나간다고 밝힘.

47 刘军川. 在第四届 “国家统一与民族复兴” 研讨会发表致辞, https://www.163.com/
dy/article/GNGA673V0530LDH7.html[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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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6일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불가분의 일부이며 이제껏 국가이었던 적
이 없었으며……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는 반석 같으며 영토의 한 조각이라도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만정책 입장을 대내외
에 천명하였음.
- 2020년 10월 26일 중국 정부는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기업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2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브라이
언 백악관 안보 보좌관,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포함
한 반중 인사 28명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핵심이
익 수호에 대한 강경의지를 보여줌.

○ 트럼프 정부 이후 대만지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고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접
촉과 군사적 협력을 증강시키는 추세에 대한 중국의 대만해협 주
위의 무력시위가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구상의 연장선상
에서 이뤄진 고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평가됨.
- 2018년에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되어
100억 달러(약 12조4400억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트럼프
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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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하자 중국은 고도의 긴장상
황을 맞이함.
-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는 2021년 9월까지 중국은 전투기
를 포함한 각종 군용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500
여 차례 침입했고, 10월 초에는 100대의 젠(殲・J)-16 전투기, 20
대의 수호이(蘇・SU)-30 전투기, 16대의 훙(轟・H)-6 폭격기, 7
대의 윈(運・Y)-8 대잠초계기, 6대의 쿵징(KJ)-500 조기경보기
등이 포함된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동원되었
음.
-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의 방
공식별구역(ADIZ) 침입이 10여 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80대, 2021년에는 60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2021년 6월 10일 전인대에서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
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中華人民共和國反外國
制裁法)이 통과되어 대만, 신장, 홍콩 등과 같은 핵심이익 문제를
놓고 미국이 대중압박을 취할 경우 중국 역시 즉각 외국 개인 및
기업들의 자산몰수, 거래금지, 강제추방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48
- 대만지역의 긴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미・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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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132128027.html(검색일: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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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고위급 대화는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4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대만을 보호할 것
이라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에 반발한 중
국은 대만 지역에서 일련의 무력시위를 격화시키고 있음.
- 9월 10일 미・중 정상은 통화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조처를 취하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공통 이익을
추구하고,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취하는 데” 합의했음.
- 10월 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의 회담이 7개월 만에 개최되어 미・중 양측은 양
국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데 일치된 입장을 봤다고 전해졌으나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적 ‘체스 게임’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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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제기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방
공식별구역(ADIZ)에 전투기를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미・중관계와 대만정세를 보면 미・중 전략경쟁 구조에서 중국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적수로 보는 인식의 불변, 차이잉원 정부의 대만독립(台独) 경향

의 불변,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 역시 불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주
권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불변임.49

- 기존의 양안관계는 1992년 11월 중국과 대만 사이 ‘92컨센서스
(九二共識)’50에 의해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 따라 묵시적인
49 赵全胜(2019), 「中美竞合关系与台海问题」, 『海外看世界』, 2019年4月22日.
50 연합뉴스, 중국-대만 관계개선 원칙 ‘92컨센서스’란, 2014년 2월 11일.
h 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2/11/0619000000A
KR20140211228700089.HTML. ‘92컨센서스’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
성을 유지하면서 관계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한 담론이다. 중국과 대만 당국이 양안
관계 유지를 위해 고안한 개념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해 중국과 대만 양측이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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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나 중국이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
을 양안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대만 민진당 정
권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호성의 공간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음.51
- 1992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표현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차이 총통은 92컨
센서스 수용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대만 컨센서스’를 제시하
면서 ‘대만독립’을 추구하면서 양안관계는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
고, 2020년에 접어들어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지정학적 경쟁은
2020년 1월 11일에 치러진 제15대 대만총통 선거를 전후로 대
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력 전개와 더불어 시작되었음.
- 대만의 독립 노선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
발한 항공모함(산둥함)이 2019년 12월 26일에 대만해협을 통과
하였고,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은 1월 11일의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는데 성공하였음.
- 또한 2020년 1월 16일에 미 7함대는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
하는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대만 총통 선거를 둘러싸고 전개된

게 합의한 출구 전략이기도 하다. 1992년 11월 홍콩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해협양안관계협회(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와 ‘해협교류기금회(대만 행정원 대륙위
원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어떤 중국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의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51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10월 10일 쌍십절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
화국이 서로에게 속해 있지 않다(中華民國與中華人民共和國互不隸屬)”고 주장함.
蔡英文稱 「中華民國與中華人民共和國互不隸屬」, 學者: 恐升高對立, 中國時報, 2021
年 10月 10日),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211010002387260409?chdtv[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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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지정학적 경쟁에 따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무력공
세에 대응하여 미국은 대만해협 통과하는 군사작전을 시행함으
로써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시진핑 시대 진정한 중화민족의 부흥이 양안통일이라고 인식하는
한 중국에게 대만은 어떠한 상황, 어떤 지도자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정치 아젠다임.
-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정치구호를 대대
적으로 선전했고, 강력한 카리스마 구축을 위해 서라도 대만 문
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임.
- 중국의 21세기 목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고, 그 기저에는 매 시
기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양안통일 문제가 당대
의 가장 큰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만변수는 매우 중요한 것임.
- 대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레버
리지이기에 미・중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핵
심이익임.
- 대만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민주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아시아 지정학적 전략 거점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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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의 해결과 양안의 통일 실현은 어떤 국
가적 과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적・이념적・정치
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는 중국이 아무리 양안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대만에 대한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한다 하더라
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함.

○ 대만문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란 관점에서 중국이 제
1도련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중
국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느냐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문
제임.
- 대만 민진당 정권은 중국 당국과의 대화 및 협상의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 편승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음.
- 대만은 대미 편승전략의 기조 속에서 방위비를 높이는 등 방어능력
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 해협 안보문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Taiwan Straits security issue)”52를 추구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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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 국가의 ‘안보공

52 Y
 angDanxu, Will the Taiwan Strait issue be internationalised under Biden? Lianhe
Zaobao. 16 Jun 2021, [Online]. Available: https://www.thinkchina.sg/will-taiwanstrait-issue-be-internationalised-under-biden[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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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
- 미국은 혼자만의 힘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
으며, 대만도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방어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 및 비대칭전력 확보 등 국방력 강화에 고심하고 있
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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