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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동학
○ 양안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대만과 중국 각각의 국내정치적 요인
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
확실성을 높임.
-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미국･중국･대만 삼각관계의 동학은
미･중 관계가 협력적일 때 양안관계도 안정되며, 미･중 관계가 대
립의 양상으로 흐르면 양안관계도 불안정해짐. 미･중 관계가 갈
등적인 상황에서 대만이 미국에 경사될 경우 대만 해협에서의 긴
장은 더욱 고조되는 관성이 존재함.
○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위기와 트럼프 정
부의 중국 때리기
-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전쟁 및 기술전쟁을 벌이는 것이 2016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음.
-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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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미국이 팬데믹의 타격
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가 되면서 경제 진작을 공약의 핵심으로 삼
았던 트럼프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었음.
○ 민족주의 정서와 경제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강
한 태도를 취하는 시진핑 체제
- 시진핑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와 경제사회적 문제 등 내부 압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모습,
심지어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줌.
-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트럼프로 하여금 대선 기간 중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도모하게 만들었음.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과 기
술전쟁 외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했음.
- 트럼프 정부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타이베이 법
안(The Taipei Act)」 등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국제적
으로 고립시키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방지함.
■ 바이든 정부, 트럼프 노선의 지속과 변화
○ 트럼프 정부 말기의 두드러진 대만 우호 정책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중들의 대중국 여론이 더욱 악화
되었고, 이는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이 대세
로 자리 잡게 만들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만우호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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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양안정책
에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노선을 공고히 하
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짐.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양안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생길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음.
- 바이든의 양안정책이 트럼프 시기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며 오바
마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블링컨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양안정책에 있어서 관여와 협력의 노선을 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였음.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맥락의 변화를 간과한 것임. 오바마 1기 정
부(2008-2012) 기간인 2010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이 되었고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팽창적 태
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음. 2013년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중
국몽’을 내세우기 시작함.
*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에 비해 훨씬 강렬한 외교적 자신감을 보이는 시진핑 시기
의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함,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는 경쟁적 라이벌 관계가 되었음.1

○ 바이든 정부의 양안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사이의 중도
적 스탠스
- 이민정책과 환경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민

1.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US: Mariner Books).

115

Ⅱ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주당도 불공정 무역과 기술 절도 등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
협이 되고, 홍콩 및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침해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에 강경 대응하는
것에 높은 공감대 형성
-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바이든 집권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양상의 미･중 관계가 이미 장기화 및 구조화의 길
로 들어섰음.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아태지역에서
기존 질서의 유지 및 안정과 미국의 지역적 이익 수호에 있어서 대
만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높아진 대만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높아짐.
-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심지어 “대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갈등 지점이 될 것이고 미국이 대만에서 무력함을 보일 경우 미국
의 패권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2
- 미국에게 있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산
업에서 미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의 중요도가 커졌고, 군
사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차단하는 데 유리한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며,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주의 가
치를 공유하고 있음.

2. Niall Ferguson. 2021, “A Taiwan Crisis May Mark the End of the American Empire,”
Bloomberg, March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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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대만정책은 트럼프의 대만 우대 정책을 적절히 계승
할 것임.
- 트럼프와 같은 적극적인 대만 우호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은 오랫동안 3개의 공동 코뮈니케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
명해 왔고, 바이든 정부도 이를 대만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스스
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확
인했음.
- 블링컨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대한 확고하고 장기적인 초
당적 약속을 지속할 것이며, 「대만보증법」 관련 규정의 확대와 대
만과의 교류 심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 지지,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상시화 추진, △대만의 안보역량 강화 협조,
△미 국무부의 대만에 대한 교류 지침 검토 등이 명시되었음.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과 함께 공식 발효됨.3

- 미국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이익
에 큰 도전과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면서 대만을 전략적으로 더욱
중시하게 됨. 오바마 2기 정부 때부터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
트럼프 집권 이후 채택한 각종 대중국 강경 정책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한 것임.

3. 중화민국(대만) 총통부 보도자료, https://www.president.gov.tw/NEWS/25821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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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대만이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여행법」, 「대만보증법」 등 여러 우호적인
조치를 통과시키고, 임기 만료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만과의
교류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를 심화시켰지만, 미
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질적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
에 따라 중국의 반발과 위협도 높아짐.
○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양안관계의 리스크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임
-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국과
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는 미･중 간의 긴장관계를 격화
시켰음. 대만은 미국･중국･대만 삼각관계에서 두 강대국 사이의
소국인데다, 중국에게 대만은 핵심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
만정책 상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대폭적인 전환은 불가피하게 대
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였음.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양안관계에서 대만이 더 큰
압력과 안보적 위기에 직면하게 했는데,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전
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
만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해 있고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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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대만이 미･중 경쟁의 영향권
바깥에 위치하기는 불가능함.

나.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고조
○ 미･중 전략경쟁 구조 하에서 대만해협이 가장 우려스러운 무력충돌
의 발화 지점으로 꼽히고 있음.
- 대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
근 많은 군사 전문가와 군 장성들이 중국공산당이 가까운 시기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4 6년 이내에 무력침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혹자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심지어는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무력침공이 일어날 수 있
다고 예측하기도 함.5
- 중국공산당과 대만 민진당 사이에 대화의 플랫폼이 상실되어 대
만해협의 안보 정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무력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은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지만, 중국공산당이 평화적 통일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게 될 경

4. The Economist. 2021,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https://www.economist.com
/leaders/2021/05/01/the-most-dangerous-place-on-earth (2021/09/21).
5. James Stavridis. 2021, “INTERVIEW: U.S. admiral warns against U.S.-China war in
best-seller,” The Asahi Shimbun,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362039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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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무력 침공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방식은 속전속결의 전략을 사용할 가
능성이 가장 높음.
- 중국 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으로 약칭)은 여러 강군 건설 목표를
설정해 놓았고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능력과 대만을 점령할 수 있
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군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미래 목표
를 설정
- 중국이 전쟁을 발동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반드시 국제정
치적 제약과 강대국의 군사개입 등 여러 연쇄효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군이 만일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최단
시간 내에 대만의 조직적인 저항을 와해시키고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을 전멸시킴으로써 대만 전체를 점령하고 대만으로부터 완전
한 항복을 받아내는 “속전속결”의 전략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음.6
- 중국군은 작전 공간 측면에서 대만 동쪽의 서태평양으로 확장하
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만 섬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양면에
서 동시에 협공하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하고 있음. 병력을 대
만 동부 해역에 배치함으로써 대만 공군 기지(佳山基地)를 비롯한
대만군의 전력보존구를 공격하고 동시에 미군의 군사개입에 대응
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군은 군사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군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군의 개입에 저항할 준비가 갖
춰져야 함. 중국군에게 미군의 개입은 최악의 상황이며, 이 최악
6.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揭仲) 연구원 룽잉타이(龍應台) 문화기금회 강연 내용, 2021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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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능력에 다다르면, 더 이상 중국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중국군의 대만 부속도서 점령 가능성은 낮음.
- 중국군은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본도 외의
부속도서(펑후, 진먼, 마주 등)를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또
한 중국군이 동사(東沙) 군도 등 부속도서를 탈취해 겁박을 통해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상
및 공중 봉쇄를 취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부속도서 점령이나 해상 및 공중 봉쇄는 군사작전 중단으
로 이어지고 속전속결을 지연시켜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제공함.
따라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는 중국군이 속전속결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진단함
으로써 알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군은 몇 가지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예컨대 강력한 조기경보 시스템, 중국 동해안에 대한 합동 타격 능
력, 강력한 합동 대공 방어 능력 등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반면에 중국군은 핵심전력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예컨대, 항
모 전단의 조기경보 범위가 좁고, 타격 능력이 약하며, 공중급유
능력 부족, 해양 감시 및 추적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서태평양에
서 미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능력도 제한적인 것
으로 평가됨. 요컨대, 제2도련선에 가까워질수록 중국군의 군사
능력이 빈틈을 노출하고 있음.
- 중국군의 대만 무력침공은 전략투사의 원활성에 달려 있음. 인민
해방군은 1차 공세에서 해상과 공중으로 최소 12-15개 여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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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데, 2018년 말까지 4-6개의 여단을 투사할 능력만 갖고
있음. 게다가 중국군의 합동작전 능력은 아직 시행단계에 있으며
후방 지원 속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음.
○ 대만 침공에 성공하기 위한 중국군의 군사 능력 아직 부족 함.
-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군이 설정한 목
표는 2035년까지 국방력의 현대화(서태평양에서 미군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실현하고, 2050년에 세계 각지에서 미군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군은 계속적으로 전열을 가다듬
는 변화가 있을 것. 즉, 핵심전력을 상징하는 항모, 상륙함, 대형수
송기 등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동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
- 현재 양안 간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낮고 민간의 대립 분위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중구군의 대만해협 부근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
하고 있음. 또한 양안 당국 간의 소통과 군사적 유사사태를 방지할
메커니즘이 없음. 이러한 상황이 대만의 안보위기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발전
○ 미 국방부의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7의 중국 군사력 평가
- 미 국방부는 지난 11월 초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함.

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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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적 팽창 및 활동에 초점을 맞춰 중국군의 군함 건조 가
속화, 우주, 인터넷, 전자기 작전 및 핵무기 분야에서의 최신 발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미래에 훨씬
커질 것에 주목함.
- 또한 중국군의 인공지능 응용과 생화학무기 연구에도 주목하고,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과 같은 비전통적 작전수단을 활용하여 영
향력을 확대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 또한 과거에 다
루지 않던 다영역 작전 개념, 둥펑-17 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해서
도 분석함.
○ 중국군의 원양 작전 능력 대폭 향상
- 중국군의 육해공군 발전에는 해군에서 부단히 진수되는 052D 구
축함, 배수량 만톤급 이상의 055 구축함, 075 상륙함, 그리고 중
국이 자체 제조한 항공모함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음.
- 구축함은 64기의 수직형 미사일 발사기와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
을 탑재한 052D가 이미 25척을 진수한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
을 갖추고 있음. 112기의 수직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한 055 구축함
은 미사일 순양함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미 8척이 진수되었음.
- 055 구축함은 중국군의 상륙강습함 또는 항공모함의 방공우산 역
할을 하며 상륙함대나 항모타격단을 함께 구성해 중국 해군의 원
양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 현재 건조 중인 003형 항공모함의 취역 시기가 작년 예상보다 1년
늦은 2024년으로 전망되고 있음. 팬데믹의 영향이거나 대형 항모
건조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때문일 것으로 추정
- 보고서는 2인승 모델의 J-15S에서 개량된 J-15D 전자전 전투기가
이미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 또한 미 해군 E-2C/D 조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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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매우 유사한 신형 Air Police-600 함재 조기 경보기가 집
중적인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알려짐. 항공모함 기반 전자전 전투
기와 조기경보기의 출현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투 능력을 더욱 강
화할 것임.
* Air Police-600 함재 조기 경보기는 미국보다 2세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과 일본의 대만 해협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

○ 중국군의 합동 작전 능력 강화
- 중국 중앙군사위는 2020년 말 「중국 인민해방군 합동작전 개요
(시행)」를 발표해 군종 및 영역 간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추진 중.
이는 미군이 적극 추진해 온 “합동 전 영역 작전(JADO: Joint
All-Domain Operation)”이나 신설된 “다영역 임무군(Multi
Domain Task Force)”과 매우 유사함.
- 이는 중국군의 현대화 개혁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지휘통제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있고, 정보 공유와
병참 지원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2015년 창설된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SSF)”이 제5군종으
로서 계속 발전 중이라는 증거
- 중국은 또한 민간 기술과 자금으로 군사력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
음. 중국군은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국가 역
량을 총동원해 관련 학술 연구와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음.
○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대만에 갖는 함의
-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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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고 있고 군사적 권력 투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경제･외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에서도 미･중 경쟁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
한 추세는 앞으로 대만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
임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만의 최근 대응
○ 2400억 대만달러(미화 약 86억 달러, 한화 10조원)의 특별 국방예
산 책정―해상 및 공중전 능력 강화를 위한 8대 시스템 구매 예정
- 대만 입법원은 지난 11월 23일 대만 국방부가 제안한 총액 24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해상 및 공군 전투력 강화 프로그램 조달에
관한 특별 조례”를 승인8
- 중국군의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만의 이번 특별예산 책정은
“전쟁 준비를 통한 전쟁 억지”의 자위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
여주려는 의지의 표명. 예산은 주로 공중 방어, 전시 태세로의 전
환 및 원천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특별예산은 8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9
미사일 관련 지상 기반 방공시스템, 야전 방공시스템, 해안 대함미
사일 시스템, 만검탄 시스템, 슝펑(雄昇) 미사일 시스템, 무인 공격
항공기 시스템 등에 사용될 예정

8.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 2021년 11월 23일.
9. 대만 연합보(聯合報). 2021, “2400億軍購特別條例過關採購項國造軍備,” 11월 24일, https://
udn. com/news/story/10930/5912482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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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대응
■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평가
○ 미 연방의회 산하 자문기구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1년
보고서(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를 통해 대만해협의 안
보 위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인식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음.10
-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정세와 관련해 양안 간 전쟁 억지의 상황이
위태롭고 불확실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함. 또한 중국군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초기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함. 2만5000명 이상
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등 침공 작전 초기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함.
-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능력 확보 의지가 커지면서 중국군이 대
만에 대한 공중･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획득했음. 대만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도 30기에서
200기로 늘렸으며, 신형 수륙양용함 보유수도 늘림.
- 보고서는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미국의 억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능력이나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중국 지도부의 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분석함.
○ 중국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
-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www.uscc.gov/annual-report/2021-annual
-report-congress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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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진전시키면서 핵탄두 비축량을 현
저히 끌어올리고 있으며 기동성과 정밀성을 갖춘 무기체계까지
배치했음.
* 중국의 신형 둥펑-17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를 탑
재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최근 “부분궤도
폭격시스템(FOBS)”을 적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를 어느 방향에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 (참조: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3.)

- 2027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700개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1000개로 늘릴 전망. 또한 중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FU,
No First Use)”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여전히 고위험(high-risk) 선택지에 해당
- 중국군의 대만 침공 작전이 성공하려면 더 발전된 사이버 공격 능
력, 미사일 공격 및 봉쇄 능력에 달려 있음. 대만의 방어력을 충분
히 약화, 고립, 격파시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미
군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 능력을 갖춰야 함.
○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억지 실패는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발생
-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
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전쟁 억지에 실패
- 만약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 대만해협
의 안보 위기가 커짐. 또한 시진핑의 높은 위험 감수와 역사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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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남기려는 열망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침공하
도록 만들 수 있음.
-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와 시기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임.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요건
들이 있기 때문임.
* 중국의 무력사용의 제약 요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불확실성,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피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킨 중국을 처벌하고 봉쇄하려는 국가연합 결성 가능성

■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
○ 대만의 취약한 방어능력
- 대만은 중국군의 공격을 비대칭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조
치들을 취해 왔음. 중국군의 침공 및 봉쇄에 반격할 수 있는 미사
일 개발에 성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국방력에 대한 투
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미국은 대만이 미국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조달하는 능력을 강화하
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배달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려 함.
- 예컨대, △대만이 미국이 방산품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군사자금
조달 프로그램의 자금을 다년간 승인 및 할당, △대만이 미국의 초
과 방산품을 우선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외원조법 개정
○ 단기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만의 안보를 위
협하는 무력 사용에 저항하도록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 함.

128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예컨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수의 대함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배
치를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보다 우
수하고 효과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 △강력한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
지 강화 예산을 확보, △전자전으로 인해 중앙의 지휘 및 통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미군이 작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

라. 2022년 양안관계 전망
■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전망
○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편승전략과 탈중국화를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집권
이후 지난 5년 여간 형성된 양안관계의 교착상태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적대적 분위기는 양안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위기 관리의 상태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국내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2022년 2월 베
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등의 안정적 개최가 국내 정치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역량을 이러한 행사에 모으게
될 것. 따라서 대만에 대해 무모한 공략을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2022년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
내적으로 경제사회적 위기를 대만 침공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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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대만은 2024년 초에 총통선거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은 이때까지 대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색지
대 전술을 활용할 것임.
○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할 최선의 방안은 위험 회피와 지연
전술임.
- 대만해협의 위기는 △미･중 간의 경쟁 및 대립의 강도, △중국의
정치 일정과 리스크 고려,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만이 저
촉되는 행동을 보였는가의 여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
-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대립 사이를 오고가는 중이지만 바이
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 외에
협력의 여지도 존재함.
-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점령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음. 또한
대만이 강력히 반격할 경우 중국 동해 연안 지역이 입을 피해가 심
각하고 전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의 법적 토대가 되는 「반국가분열법」
제8조는 대만의 독립 선언,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
는 상황,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
국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국의 주
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지만 아직 대만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고 해석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만은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차원에서 자위력
을 확보해 나가며,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기보다 실용주의적인 접
근을 하며 인내심을 갖고구조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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