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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문가 정책 포럼(2020년 10월17일) 

 

미. 중 갈등 시대와 한반도 미래는?1 
 

김한권 박사 (국립외교원 교수) 

 

<초록>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2020년 들어와 예상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며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더욱 '선택'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미중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미중관계가 아직 '전략적 경쟁'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대한 학문적 논쟁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관계를 전망하며 한국의 

대외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서 나타난 단계적이고 제도적인 대중압박 정책과 입법 사례 

및 이에 대응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 1기와 2기의 대미 정책 변화를 분석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은 한국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한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국익을 바탕으로 '원칙'을 확립하고,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에 대한 건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점 유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미중관계, 한반도,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 대중국 정책, 중국 외교  

 

1. 들어가며 

 

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다양한 현안에서 점차 ‘선

택’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의 증진을 통한 항구적 평화 

안착이라는 목표를 가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모두로부터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보여준 경제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강경한 대중국 전략적 압박은 미·중 사이의 전

략적 경쟁을 점차 격화시켜왔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상황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양 강대국의 갈등과 대립은 기존의 경제와 군사·안보 영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 우위’의 논쟁으로 확대되더니 이제는 ‘이념’의 경쟁으

로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고조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게 가치, 체제, 이념 등의 현안들

은 자칫하면 대미/대중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남남갈등’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으로서는 더욱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의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산 미·중 갈등의 본질과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후 이

                                           

1 이 자료는 draft 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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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이 글은 우선 중국의 부상은 이미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현대화를 통한 중국의 발전은 장쩌민과 후진

타오 시기에 나타났던 국내외적인 도전 요인들과 부딪치며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을 인정받았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협의(狹義 a narrow 

sense)에서 광의(廣義, a broad sense)의 의미를 가지는 부상으로 확연하게 변화되었다. 

이제 시진핑 시기에 나타나는 중국의 부상은 과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부상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안보적 영향력은 물론, 나아가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전환기에 접어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현상들은 자연히 국제사회의 패권적 리더십을 가진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요인

들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나날이 뚜렷해지는 역내 환경 하에서 덩샤오핑의 개

혁·개방 정책과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 전략에서 시작되어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

國夢)’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전환기에 접어든 ‘중국의 부상’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분석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이러한 전환기적 배경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에서 나타나는 미중관계의 도전 요인들을 통해 양 강대국 간 갈등의 본질을 세력전이 이

론과 연계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의 원인과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역사적, 국내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이러한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은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를 지

닌 ‘지배국가’와 ‘도전국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 강대

국사이의 갈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

을 바탕으로 이 글은 끝으로 미중관계가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의 

과정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진단해 보았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 기존의 

국제질서와 제도의 의미와 영향력이 강대국들, 특히 지배국가의 이익에 의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이 강대국들의 국

익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았다.  

 

 

2.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세력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관한 미중관계의 경쟁과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 가

장 자주 인용되는 이론은 ‘세력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다. 세력전이 이론

은 무정부 상태(anarchy)의 현실주의 이론과는 다르게 국제 체제가 '위계적 질서

(hierarchical order)'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이러

한 위계적 질서 내에 존재하며 소수의 국가들에게 질서 내의 세력이 집중되어있다고 본

다. 특히 ‘지배국가(dominant nation)' 라고 불리는 국가가 이 위계적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세력전이 이론은 또한 각 국가들이 질서 내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시 하며, 

지배국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지배국가와 함께 국제질서의 수립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강대국들(great powers)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반면 이러한 국

제질서의 수립과 유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수립된 질서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은 국가들

은 만족도가 낮다. 오간스키(A.F.K. Organski)는 국제사회 위계질서의 낮은 곳에 위치할

수록 불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나아가 불만과 함께 지배국가와 현상유지 세력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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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보기까지 하며 동 국제질서를 수정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2 

세력전이 이론에서 다루는 지배국가와 강대국들의 관계는 현재의 미중관계에 대한 설

명에 많은 의미를 가진다. 대체로 이들 국가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강대국들 중 현재의 국제질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국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불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들은 현상변

경 세력(revisionist powers)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3  

하지만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것은 인드라 데 소이사(Indra De Soysa), 존 오닐(John R. 

Oneal), 그리고 박용희(Yong-Hee Park)가 제기한 세력전이 이론을 향한 비판이다. 이들

은 오간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지배국가가 국제질서를 재단하였기에 질서 속에서의 이익

은 친구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레닌의 ‘불균등 

발전 법칙(law uneven development)'에서와 같이 ‘만족(satisfaction)’을 단순히 ‘세력의 

기능(a function of power)’이라고 본다면 도전국가들은 항상 불만족 상태일 수밖에 없다

고 해석하였다.  

데 소이사, 오닐, 그리고 박은 그렇다면 도전국가가 지배 국가의 위치에 추월

(overtake)할 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불만

족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을 세력전이 이론에 제기했다. 4  이 질문은 더글라스 렘키

(Douglas Lemke)와 윌리엄 리드(William Reed)의 반박과 데 소이사, 오닐, 박의 재반박

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논쟁이 되었다.5  

이들이 보여준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위계질서 속에서 각 국가들이 근본

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다. 데 소이사, 오닐, 그리고 박의 시각

은 각 국가들은 부(wealth)와 세력(power)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증진시킨 

국가들일수록 존재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영준은 

세력전이 이론에서 지배국가는 국제질서 수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이며 국

제질서에 의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고 정의한 뒤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는 지배

국가가 어떠한 원칙에 기반을 두어 국제 질서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김은 이를 현재 국제질서에 적용하여 보면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와 자유시장경제가 원칙적 기반이며,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보았다.6 

                                           

2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NY: Alfred A. Knopf), 1958, pp. 331-332. 

3 A.F.K. Organski &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Ronald. L. Tammen, J. Kugler, D. Lemke, A. Stam, M. Abdollahian, C. Alsharabati, B. Efird, 

and A.F.K. Organski. Power Transitions (New York: Chatham House) 2000; Ronald L. Tanmen. "The 

Organski Legacy: A Fifty-Year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Interactions 34, 2008: 김영준. 

“세력전이론의 전개, 진화,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찰” 국제관계연구 20(1), 2015, pp, 180-184. 

4 De Soysa, I., Oneal, J. R., & Park, Y. H. 1997. “Testing power-transition theory using alternative 

measures of national capabil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4, 1997, 509-528. 

5 Douglas Lemke and William Reed, “Power Is Not Satisfaction: A Comment on de Soysa, Oneal, 

and Park,”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4, 1998, pp. 511-516; John R. Oneal, Indra De 

Soysa and Yong-Hee Park, “But Power and Wealth Are Satisfying: A Reply to Lemke and Re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4 (1998), pp. 517-520. 

6 김영준. “세력전이론의 전개, 진화,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찰” 국제관계연구 20(1), 2015, pp. 19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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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 글에서 중점을 두어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기존의 

지배국가가 자신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타국, 특히 도전국가에게 더 많은 혜택,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 때 그 지배국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것이

다. 세력전이 이론가들의 주장과 같이 지배국가를 포함한 각 국가들이 상대적 이익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국제질서와 도전국가의 상승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세력을 

가진 지배국가가 자신의 원칙을 바꾸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패권국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로는 부루스 크로닌(Bruce Cronin, 2000)과 니

코 크리쉬(Nico Krish, 2005)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크로닌은 그의 논문 

‘Paradox of Hegemony’를 통해 패권국이 자신의 지배를 제도화, 영속화하기 위해 국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보았다. 하지만 패권국의 국내적 행위자들이 국제사회의 공공의 

선과는 무관한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권국이 자신이 구축한 국제법과 제도

와는 다른 일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국제법과 제도를 약화시키기도 한다고 

분석했다.7  

크리쉬 또한 크로닌과 유사한 시각을 주장했다. 크리쉬는 패권국은 국제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이 수립한 국제질서를 관리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과 제도가 어는 순간 패권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도리어 

자신을 제약한다고 느낀다면 이들을 무시 또는 철회하거나, 나아가 수정하고자 하는 태

도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8  

크로닌과 크리쉬의 연구는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파리 기후변

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결국 총 195개 국가가 서명한 동 협약에서 2017년 탈퇴하

는 모습,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파기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을 체결하는 모습,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WTO 체제에 대한 불만과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양자 협상으로 풀어가려는 모습 

등에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중국 위협론’9은 서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으나, 

                                           

7 Bruce Cronin. "International Law in Times of Hegemony: Unequal Power and the Shap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7-1, 2001. pp. 377-378 & pp. 

381-389. 

8 Nico Krish. "The Paradox of Hegemony: America's Ambiguou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une 2005). P. 104 & pp. 113-114. 

9 실제로 ‘중국 위협론’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유럽에 나타났던 ‘황화론’을 시작으로 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와 가라앉았다가 90 년대 들어 Ross Munro, 

Gerald Segal, Denny Roy 등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1992-93 년 사이에 1 차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었다. 이후 타이완 해협위기가 발생한 1995-96 년에 2 차, 1998-99 년에 미국의 ‘코커스 

보고서’를 통해 3 차, 그리고 2002 년 이후 다양한 미국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협론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NY: Vintage), 1998; 이희옥.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p. 74-77. 그 

외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외 연구로는 금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8 

 

당시는 ‘중국 기회론’과 ‘중국 필패(必敗)론’ 등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하고 

혼재된 논의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이 GDP 지표상으로 

2005년에 프랑스, 2006년에 영국, 그리고 2007년에 독일을 차례로 따라잡으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가자 이제 ‘중국의 부상’은 다양한 논의를 잠재우며 국제관계의 상수(常

數)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당면한 현실로 다가온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며 함께 발전을 추구하지만, 군사·안보적

으로는 아시아의 동맹/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 또는 미국이 만들어온 전후 국제사회의 질서, 규

범, 기준,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a revisionist state)’가 되는 것

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국이 1990년에 이어 2000년대에도 GDP 지표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이라는 

빠른 경제 발전을 지속하자 점차 서구사회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어갔다.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은 2003년 말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세워 평화적인 대외정책 이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화평굴기’는 당시 중국 공산

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이자 개혁·개방 논단의 이사장이던 정비졘(鄭必堅)에 의해 2003

년 11월 3일 하이난성(海南省)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博鳌亚洲论坛)에서 처음 발표되었

다.10  

하지만 일각에서는 ‘굴기’의 정의를 우세 또는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대를 제압한다

는 의미로 해석하며 오히려 ‘중국 위협론’을 서구에서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11 결국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04년 초부터 ‘화평굴기’ 대신 ‘화평발전(和平发展)’의 용어를 사

용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화해세계(和谐世界)’를 강조하기 시작했다.12  

당시 중국 지도부는 ‘도광양회’ 전략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

력강화에 매진하고, 국제기구와 현안에 대한 적절한 참여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19-20일 중국 산둥성(山东省)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3차 아시

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외무장관회의에서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아시

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中国永远不称霸)”

고 발언하였다.13  또한 2005년 9월 우젠민(吴建民) 당시 중국외교학원 원장은 덩샤오핑

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有所作为)’ 방침에 대해 “중국정부가 단기간 내에 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쟈바오 총리가 이전부터 표명하였듯이 이들 외교정책은 

일백년 동안 변할 수 없다 (中国政府不可能在短期内改变这一政策，温家宝总理曾表示这一

外交政策一百年都不会改变。)”고 발언하였다.14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對中 헤징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지 작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중소연구』제 27 권 4 호 (2003/2004); Emma V. Broomfield. 

"Perceptions of Danger: The China Threat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of China Vol. 12, No. 35 

(May 2003). pp. 265-284. 등이 있다. 

10 鄭必堅. "中國和平崛起新道路和亞洲的未來" 學習時報 (2003 年 11 月 24 日). 

11 박병석. “중국 화평굴기론의 이론적 한계와 문제점”『정치사상연구』제 15 집 2 호, 2009, p. 30.  

12 Zheng, Bijian.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Foreign Affairs, Vol. 84, No. 5 (Sep. - Oct., 

2005), pp. 18-24. 

13 “温家宝在亚洲合作对话外长会议上发表重要讲话” 人民網 (2004 年 6 月 22 日).  

14 “吴建民：中国要长期坚持韬光养晦 有所作为方针” 新浪网 (2005 年 9 月 27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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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아시아의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말 에반 메데이로스 (Evan S. Medeiros)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

당 선임 보좌관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특히 경제 부분은 미·

중 모두 상호 이익과 의존성이 높아 협력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미·중 양국이 모두 군사·안보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우려로 인해 서로에게 헤

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15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움직임은 2005년 8월 당시 

美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졸릭 (Robert Zoellick)이 일본과 인도와의 외교적, 군사

적 관계의 강화를 통해 중국에 헤징을 걸고 있다고 확인해준 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16  

결국 2000년 대 중반, 미국이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對中 헤징전략을 검

토한 것은 자국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었음은 물론, 

미국이 확립한 전후 질서로 유지된 국제사회의 안정과 가치의 유지를 위한 어찌 보면 패

권적 리더국으로서의 당위성을 내포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4. 시진핑 시기 중국 부상의 전환기적 의미와 미·중 갈등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헤징정책에 이어 미중관계가 시진핑 시기 들어 본격적으로 전환

기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부상이 후진타오 

시기 이미 협의(狹義 a narrow sense)에서 광의(廣義, a broad sense)의 의미를 가지는 

부상으로 확연하게 변화하였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도전

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중국 부상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해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중 견제/압박 정책을 적극적으

로 실행하며 중국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2기가 2018년 3월 공식 출범하며 이러한 미국의 대중 견제/압박 정책에 대응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본다면 향후 

미·중 사이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4-1. 변화된 중국 부상의 의미 
1990년 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화가 느낀 ‘중국의 부상’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빠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좁은 범위의 부상, 즉 ‘협의’의 부상이었다. 중국

의 부상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리더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에게 의미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다.  

물론 당시 중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참여와 역할을 확

                                           

15 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Winter 2005-06), pp. 145–167. 메데이로스는 부상하는 중국이 향후 수정주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 또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국가에 머물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의문을 가지고 불확실하게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평화적 부상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국가도 이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lenn Kessler “U.S. Says China Must Address Its 

Intentions” Washington Post (September 22, 2005).  

16 Joel Brinkley "Rice Warns China to Make Major Economic Changes" The New York Times (August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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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은 사실이다.17 하지만 이 시기 중국은 여전히 ‘도광양회’ 전략을 유지했으며, 국

제사회에 대한 참여도 대국으로서 일정 부분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

为)’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었다. 또한 2001년에는 마침내 WTO에 가입하며 미국이 확립

한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발전을 거듭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모습

을 보였다. 물론 당시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이 구축한 무역질서이지

만 WTO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8년 8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높아

진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강한 중국의 모습에 대한 국내정치적 요구가 높아졌었

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9월 ‘리만 쇼크’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번지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G-2의 한 축으로 명명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더 많은 책임

과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부상’은 점차 ‘협의’에서 ‘광의’의 의미로 본격적인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점차 정치, 문화, 나아

가 국제체제의 규범과 질서, 그리고 기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보유

한 광의의 의미로 전환되어가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선택과 대응을 결정해야 했

다 

.  

4-2. 중국 ‘광의’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시진핑은 2013년 초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

의 꿈(中國夢)’을 주창하며 ‘강한 군대’와 ‘적극적인 외교’를 강조하였다. 이어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회의 외교 등을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가 나타나야 할 주요 

분야로 지목했다.18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미·중 ‘신형대국관계,’ ‘아시아 신안보관,’ '일대일로

(一带一路)‘라 불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

路)'의 구상과 함께, 신흥 경제국들인 BRICS 국가들과 함께 '新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과 ‘응급저비기금(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 

应急储备基金)’ 설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인

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성공적인 설립 등이 나타

났다.19  또한 중국은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토분쟁에

서 강한 목소리를 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도전 요인이 점

차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 금융질서에 이어 무

                                           

17 박기철. "국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의 ‘有所作为’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47권, (2009), 

p. 386. 중국은 1971 년 UN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체제의 변방국의 위치에서 핵심 참여자의 위치로 

이동한 것은 물론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진시켜왔다. 예를 들면 개혁·개방 정책 실행 직전인 1977 년 기준으로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직의 

수는 미국의 25%, 인도의 30%에 불과했으나, 1996 년에는 미국의 70%, 인도의 80%에 달했다. 그 

후 1999 년에 이르러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직 및 협약은 약 220 개에 달하게 된다. 

18 “中央外事工作会议在京举行” 人民日報 (2014 年 11 月 30 日).  

19 2016 년 1 월에 57 개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했던 AIIB 는 미국과 일본의 비판과 불참 속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2020 년 9 월 현재 총 103 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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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질서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했다.20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美의회를 향해 세계

의 경제 질서를 중국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의회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반대파들을 설득하여 2015년 6월 결국 무역협상촉

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법안을 통과시켰다.21  그 후 TPP는 2015년 10월 05일 

미국 조지아州 애틀랜타에서 TPP 12개국의 경제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기존 동맹국

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군

사·안보적 견제를 강화시켜나갔다. 미국과 이들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 위협과 

비확산, 반테러 활동, 해상 안전과 해적 소탕 등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공유하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해 

효과적인 對중국 군사·안보적 견제 기제 확립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공유되고 있었다. 무

엇보다도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해 역내에서 군사·안보적 영향

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실행하며 이

를 견제하였다.  

 

4-3. ‘도광양회’의 퇴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시진핑은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 대회를 통해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었다. 당시 시진핑은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이후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을 다시 15년씩 양분하여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

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설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 공산당

이 ‘두 개의 백 년’으로 강조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

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맞춘 국가적인 계획이었다.  

19차 당 대회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정책의 키워드로는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

係)’와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가 제시되었다. 또한 ‘분발유위’를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외교(assertive diplomacy)’

를 지속할 것과 국익을 양보하는 “쓴 열매”는 절대 삼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와 더불어 국방정책으로는 군내 부패 척결과 개혁을 통한 ‘중국 특색의 강군’과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은 그가 두 번째로 국가주석에 선출된 2018년 3월 전

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一次会议)에서도 다

시금 확인되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표시하고 타이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 회의의 폐막 연설을 통해 중

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국가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

다고 주장하였다.  

                                           

20 예를 들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2014 년 11 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 에 맞서 아·태 지역의 주변국들을 하나로 묶는 

FTAAP 설립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21 오바마 대통령은 2015 년 06 월 24 일 상원에서 통과한 TPA 부여 법안과 2015 년 06 월 25 일 

하원에서 통과한 TAA 를 2015 년 06 월 29 일(현지시간)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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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의 모습을 약속하며 사실상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를 던

져버린 시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될 것을 예

고하였다. 게다가 반부패와 개혁을 통한 강한 중국의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에게 권

력을 집중시켜온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서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미중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모습도 고

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5.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2017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취

임하였다. 그는 취임 후 대선 운동 과정에서 주장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앞세워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위협하며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떠

오른 중국에 대해 다양한 전략적 압박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강경

정책은 대선 당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으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잡았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정치적으로도 자신의 대

통령 재선과 연관되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5-1.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의 미·중 충돌은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볼 

수 있다. 물론 양국이 전쟁을 불사하는 ‘패권경쟁’에 진입한다면 군사·안보적 영역의 중요

성이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증가하겠지만 아직은 미중관계가 이러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

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의 중요성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지적 재산권과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 이외에

도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에게 더 많은 ‘상대적 이익’을 주는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수정하

여 자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중국을 순응시켜 다시금 미국이 경제 분야에

서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이를 통해 미·중 간 경제적 격

차를 다시 확대하고, 또한 이는 결국 군사력의 격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보여준 대중 경제 압박 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

화와 관련된 미국의 독자 제재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

되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하였

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ZTE(中興)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발표하였

다.22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미·중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인 미

·중 무역 분쟁을 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물론, 중국을 

향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 기준 강화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22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같은 해 7 월 제재가 풀렸지만 ZTE 는 미국 정부에 벌금 

10 억 달러를 납부하고 4 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계좌에 예치함은 물론, ZTE 의 경영진과 

이사회 인사 교체 및 미국 측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 감시팀을 ZTE 내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수용해야 했다. 



13 

 

지적하며 2018년 7월 6일에 1차로 340억 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출 818개 품목에 25%

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 역시 같은 날에 같은 규모의 미국산 대중 수출 545개 품목

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에 미국은 2차로 160억 달러 규모의 27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자 중국도 곧바로 같은 규모의 114개 미국산 대중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2018년 9월 24일에 미국은 다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

출 5,745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같은 날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5,207개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에 5-10%의 차등 관세(3,571개 품목에는 10%를, 나머

지 1,636개 품목에는 5%)를 부과하였다.23  

2018년 12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열린 제13차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국 수출품

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간 

중 양국의 고위급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협상 당시 미국은 90일 유예의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다시 한 번 유보하였다.  

하지만 미·중 사이의 무역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미국은 2019년 5월 10일에 그간 

유보하였던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의 약 5,700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사흘 후인 13일에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3,250억 달

러어치의 중국산 수입 품목을 공개하였다. 같은 날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6월 1일부터 약 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

를 5~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미국은 이틀 후인 5월 15일에는 중국의 대

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이

틀 후인 17일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대량 수입을 취소했다.  

협상의 갈등이 높아지던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서 미·중은 정상회담 갖고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무역 갈등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

세의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 조치도 완화하였다.  

하지만 재개된 미·중 고위급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추가 관세 부

과를 경고하였다. 중국 외환시장은 2019년 8월 5일부터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으며, 인

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사흘 후인 8일에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0039

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

안을 넘어서는 ‘포치(破七)’ 상황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며 미국에 대응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보았다. 중국의 300여 개 희토류 업체를 대

표하는 중국 희토류산업협회가 사흘 후인 8일에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산업 지배력을 미

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됐다며 만약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다시금 

                                           

23  2018 년 당시 미 ·중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중 수출 총액(약 1,793 억 달러)에 비해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약 5,579 억 달러)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의 관세 보복 대응 카드는 점차 

소진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규모의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해오던 중국은 결국 9 월에는 

미국이 2,000 억 달러의 규모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600 억 달러의 규모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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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었다.24  

대립하던 양국은 2019년 11월에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었으며, 12월 들어 마침내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사실이 발표되었다. 양국 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

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2019년 12

월 15일 부과하기로 계획했던 1,600억 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

회하는 한편, 기존에 부과된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25 

최근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꺼내든 또 하나의 대중압박 카드는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과 코로나-19의 팬데믹 현

상이 더해져서 국제사회는 새로운’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동류국가(like-minided countries)'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및 국제무역의 체계와 질서를 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아직까

지 EPN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중

국이 배제된 새로운 GVC로 이어질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미·중 간 화웨이 

사태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던 영국, 프랑스에 이어 독일마저도 조금씩 화웨

이 배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2. 군사·안보 분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군사٠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정의하며 중국과 비교해 확고한 군사력 및 첨단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려

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을 정의하고 ‘전략적 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방전략보고

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년 2월의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2019 및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9년 6월에 발표된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년 11월에 공개된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등을 통해 군사٠

안보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이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

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보다 범위가 인도양까지 

                                           

24 中国稀土行业协会, "中国稀土行业协会秘书处召开专题工作会议," ACREI (Association of China Rare 

Earth Industry) (2019 年 8 月 5 日); Tom Daly, “China rare earths group supports counter-measures 

against U.S. 'bullying',” Reuters (August 07, 2019); Alexandra Stevenson. “‘Weaponized’ Currency 

and Mining Limits: China’s Responses to Trump Take Shape,” The New York Times (Aug. 08, 2019); 

이민정, "“중국 포치의 공습 본격화된다"···달러당 7 위안 돌파”『중앙일보』 (2019 년 08 월 08 일).  

25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ember 13, 2019),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기존 2,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머지 1,200 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15%의 관세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인 7.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USTR 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 단계 합의에서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재산,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환율, 분쟁 해결의 분야에서 중국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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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개편했다.26 이와 더불

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지속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2018년까지는 단독

으로 실시해왔으나, 2019년에 들어와서는 다국적 작전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난 것

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7일에 미국 해군 맥캠벨 이지스급 구축함이 남중국해 서사

군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데 이어, 일주일 후인 1월 14일에는 영국 해군 아

가일 프리깃함(HMS Argyll)과 함께 연합으로 남중국해에서 해상작전을 실시했다.27 또한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이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미국 의회 또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며 군사·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행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18일에 미국 상원은 트

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실행을 위해 총 7,1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미국 상٠하원을 통과하고 2018년 8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DAA 

2019’을 살펴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환태평양 해군 합동 연습(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참여를 금지시

켰으며, 국방장관에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

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8  

또한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에 대응해 스

텔스 전투기,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등의 첨단 전략 기제를 동원해 중국 본토의 중요 전

략 지점을 타격해 중국의 전략무기 운용 체계를 무너뜨리는 군사전략인 ‘공해전(ASB: 

Air Sea Battle)'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를 탈피하여 2016년부터 운용된 것으

로 알려진’국제공역에서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이 나타났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에는 점차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의 복수 영역

에 전력을 투사하여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MDO: Multi Domain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안보적 압박에 대응해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강군몽(强

軍夢)'을 내세우며 군내 부패척결과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다. 특

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군민융합(軍民

融合)'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부터 거론되었던 '군민융합'은 2017

년 1월 22일에 개최된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앙군민융합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시 주석이 직접 주임을 맡으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시 주석은 2017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군민융합’을 통해 민간

                                           

26 명칭 개편 당시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동맹국과 안보 

협력국들과의 관계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중요성이 증명되어 왔으며, 또한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이 증가해 왔음을 인식하며 태평양 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7  당시 미국은 미 · 영 해군 간의 연합훈련을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양국의 해군 함정들이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전술기동 훈련을 함께 실시한 것은 중국에게는 한층 

증가된 군사·안보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28 115th Congress (2017-2018), “H.R.5515 -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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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단 기술이 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군 기술이 민간에도 이전되며, 이를 통해 

중국군의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 1년 후인 2018년 

3월 2일에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에서 ‘군민융합 전략요강’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중

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AI, 우주, 사이버, 심해능력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6. 코로나-19와 미·중 ‘이념‘ 경쟁의 부상 

 

6-1. 코로나-19와 미·중 ‘가치’ 및 ‘체제 우위’ 논쟁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인권과 체제 우

위에 관한 논쟁이 불거져 나왔다.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 1월 23일에 인구 약 1,100만 명의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에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도시 봉쇄는 인권 침해이자 권위주의 국

가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반면 중국은 공동체의 이익

을 위해 개인의 권리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중국은 

당이 결정하면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효과적인 대

응이 가능한 체제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에 들어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미국에

서는 본격적인 감염의 확산세가 나타났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자신들의 체재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에 효과적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미국과의 새로운 ‘체제우위’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 책임론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공식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중 간 인권과 체제 우위에 대한 논쟁은 코로나-19의 발생 책임 논쟁으로 확대되며 

양국 간의 갈등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논쟁은 2020년 3월 12일에 자오

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추이

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부터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25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중

국에서 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신은 더 이상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지 않겠다고 

밝히며 책임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17일

에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 포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

해 많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밝혀낼 것이

라고 발언했다.29 또한 다음날인 18일에는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서 멈췄을 수 있었는

데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인지 또는 고의적인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으며, 만약 중국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것이

라고 언급하며 다시금 논쟁의 불을 지폈다.30 이에 대응해 중국은 같은 달 28일에 외교

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바이러스임을 알아야 하며, 중국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집안의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9 “Remarks by President Trump, Vice President Pence, and Members of the Coronavirus Task Force 

in Press Briefing | April 17, 2020” The White House (April 17, 2020). 

30 Jeff Mason & Matt Spetalnick, "Trump warns China could face consequences for virus outbreak" 

Reuters (April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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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서도 책임논쟁은 계속되었다. 3일에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ABC의 

“America's This Week” 출연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

대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다.31 다음날인 4일에는 AP통신이 중국이 코로나-19의 심각

성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긴 美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정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DH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도자들이 

2020년 1월 초에 이미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팬데믹의 가능성을 의도적

으로 숨겼으며 코로나-19의 전염성을 WHO에 보고하는 것을 1월 말까지 미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이 시기 동안 외부로부터 마스크와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의료

장비의 수입은 늘리고 수출은 줄였다고 언급했다.32  

미·중 간의 책임논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법률

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2020년 3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총 40개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코로나-19 발병을 알면서도 국제사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나 가

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약 1만 명의 의뢰인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州 법원에 6조 달러(약 7312조원) 상당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33  같

은 해 4월 21일에는 미국 미주리州 법무장관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tt)가 중국에 대

한 손해배상을 미주리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럽의 국가들도 중국 책임론과 소송 논쟁에 가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빌트(Bild)지의 편집장인 율리안 라이헬트(Julian Reichelt)는 2020년 

4월 17일에 “당신은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었다(Sie gefἅhrden die ganze Welt)”는 제목

으로 시진핑 주석을 향한 공개편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은 물론 억압적인 감

시 체제의 중국을 비판했다. 34  이어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는 202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G-7 국가들은 중국에 적어도 

약 4조 달러(약 488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5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은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총회에서 타이완의 옵서버 참여와 코로나-19 사태

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놓고 미·중 간 세력 대결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타이완은 親대

륙정책을 실행하던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인 200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WHO의 세

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했었다. 하지만 독립성향이 강한 민주

진보당(이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총통으로 취임한 2016년부터 타이완은 중국

의 반대로 WHA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 5월 18-19일 사이 화상으로 개최된 제73차 WHA에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19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타이완의 옵서버 자격을 놓고 대립했다. 인구 약 2,380

                                           

31 "Mike Pompeo says 'significant' evidenc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Chinese lab" ABC 

(May 03, 2020). 

32 Will Weissert, "DHS report: China hid virus’ severity to hoard supplies" AP (May 04, 2020). 

33  하지만 스티븐 카터(Stephen L. Carter) 미국 예일대 법학 교수는 칼럼을 통해 ‘외국 주권 

면책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은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를 고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tephen L. Carter, “No, 

China Can't Be Sued Over Coronavirus” Bloomberg (March 25, 2020). 

34 “Sie gefἅhrden die ganze Welt” Bild (April 17, 2020). 

35 Matthew Henderson, Dr Alan Mendoza, Dr Andrew Foxall, James Rogers, and Sam Armstrong, 

“Coronavirus Compensation? Assessing China’s Potential Culpability and Avenues of Legal Response” 

Henry Jackson Society (April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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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의 타이완은 당시 세계적인 방역 성공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약 2,400만장의 마스

크를 포함한 방역 및 의료 물자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며 성공적인 방역 외교를 펼치고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이완의 뛰어난 방역 조치와 외교에도 불구하고 제73차 WHA에서

는 타이완의 옵서버 자격 논의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6-2. 미국의 초당적인 ‘이념’ 경쟁의 접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발생 이후 한층 격화된 미٠중 간 전략적 경쟁은 인권과 민주

주의의 ‘가치’와 ‘체제우위’의 논쟁을 넘어 결국 '이념‘의 경쟁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중 간 ’이념‘ 경쟁의 갈등 고조에 ‘촉진제’ 역할을 하며 이를 가속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가치’와 ‘체제’를 포함한 ‘이념’의 갈등 상황은 이미 예견된 수

순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초부터 미국 의회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과 이에 대한 초당적인 비판 의식을 공유해왔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논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여 왔었다. 특

히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어 티베트까지 인권과 민주주

의에 대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회와 함께 중국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압박을 증가시켜

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

해왔다. 2017년 6월에 조기경보 레이더 부품, 어뢰, 미사일 등이 포함된 약 14억 달러의 

무기를 타이완에 수출했으며, 2018년 9월에는 전투기 F-16, F-5, 전술수송기 C-130, 타

이완 전투기 IDF(經國號), 기타 군용기의 예비부품 등 약 3억 3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

했다. 2019년에도 7월에 美국무부가 타이완에 M1A2T 에이브럼스 탱크, 스팅어 미사일 

등 약 22억 달러의 무기 판매 승인을 공표했다.  

이어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2018년 3월에 발효되었다. 1972년 미·중 

데탕트와 1979년 1월 미·중 수교 당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해 

그간 중단하였던 미국과 타이완 간 고위관료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공식적으로 재개된 것

이다. 이에 더하여 2018년 국방수권법(H.R.2810 -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이어 2019년 NDAA(H.R.5515)에는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안보

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한층 구체적으로 포함됐다.36  

‘2018년 아시아 안심법(S.2736 - ARIA: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이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2019년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

해 미국의 무기 판매를 포함하여 타이완의 방위력 증강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

어있는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 美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됐다.37  

2018년 12월 19일에는 ‘티베트 상호 여행법(H.R.1872 - 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of 2018)’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됐다.38 이 법안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외교관, 언론인, 여행객이 티베트 지역에 여행을 

허용하는 수준과 이들의 여행을 막은 중국 관료들의 명단에 관해 연례 보고서를 美의회

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의 티베트 지역의 여행을 막는 증국 정책의 입안과 실

행에 관련된 인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9년에 들어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하여 ‘2019년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S.1838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이 11월에 발효되

                                           

36 115th Congress (2017-2018), “H.R.281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37 115th Congress (2017-2018), "S.2736 -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38 115th Congress (2017-2018), "H.R.1872 - 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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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9 이어 12월 18일에는 ‘티베트 정책과 지지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이 미

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후 2020년 1월 28일에는 美하원을 통과했다.40 

2020년에는 국제무대에서의 타이완의 활동에 지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9년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와 강화 구상법(S.1678 -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 of 2019)'이 3월에 미국 의회를 통

과한 후 같은 달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되었다.41 6월 17일에는 ‘2020년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

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홍콩 자치법 (S.3798 - Hong Kong Autonomy Act)'이 홍콩

의 자치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불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게 제재를 가

하는 내용을 담아 2020년 6월 25일에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42 

 

6-3. 본격적인 ‘이념’ 경쟁과 중국의 대응 
미·중 간 ‘이념’의 경쟁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과 함께 타이완과 홍콩

의 현안들이 부상하며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먼저 2020년 1월에 거행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후보이자 ‘일국양제(一國兩制)’에 의문을 표하는 차이잉원 총통

이 재선에 압도적인 표차로 성공하자 중국의 우려는 더해갔다. 특히 차이 총통은 같은 

해 5월 20일에 거행된 자신의 두 번째 총통 취임식 연설을 통해 타이완을 “왜소(矮小)화

하고,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훼손하는 일국양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힘으로써 

양안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지도부가 2020년 5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 기간 중 전국인민대표대

회는 홍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의 입법을 결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이어 같은 해 6월 28-30일 사이에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0차 상무위원회가 개최되

어 ‘홍콩특별행정구보호국가안전법(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의 초안을 심의하고 

30일에 통과시키며 미٠중 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이념’의 경쟁이 더욱 가

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타이완과 홍콩 관련 민감한 현안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5월 20일에 

공개한 백악관의 ‘미국 대중국 전략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를 통해 의도적으로 ‘중국’과 ‘중국 공산당(CCP: the 

Chinese Communist Party)’을 분리하여 호칭하기 시작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지칭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 의해 중국이 움직여지고 중국

의 부정적인 측면이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美국무장관은 중국이 미국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흑인이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을 지적하며 미국을 비판하자 같은 해 6월 6일에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자신의 권

위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43 폼페이오 장관은 이보다 앞

서 5월 30일에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미국의 가치에 

                                           

39 116th Congress (2019-2020),“S.1838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40 116th Congress (2019-2020), “H.R.4331 -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 of 2019” 

41 116th Congress (2019-2020), “S.1678 -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 of 2019” 

42 116th Congress (2019-2020), “S.3798 - Hong Kong Autonomy Act” 

43 Michael R. Pompeo,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Obscene Propaganda” U.S. Department 

of State (June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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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진정으로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44  

마크 에스퍼(Mark Esper) 美국방장관도 2020년 6월 15일에 싱가포르의 언론매체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45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역

내 이웃들이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하고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미

국은 안보파트너와 동맹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마주한 중국 공산당으로 인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에스퍼 장관은 다음날인 16일에는 그의 트위터

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태국, 호주 등을 파트너로 거론하며 “민주적인 대만에도 전념하

고 있다(We remain committed to a democratic Taiwan.)”고 밝혔다.  

게다가 윌버 로스(Wilbur L. Ross Jr.) 상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 하루 전인 

6월 29일에 1992년에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의해 부여되었던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했으나 홍콩 보안법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46 결국 홍콩 

보안법이 다음날 중국에서 통과되자 미국 상무부는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전부와 함께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공급망 사업 자문 문건을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이 지속

적으로 무슬림 소수민족 구성원을 목표로 신장에 대한 압박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성명

을 발표했다.47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에 관련

해 총 9개의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제 명단에 올린 데 이어 7월에 들어서 다시 11개의 

중국 첨단 기업들을 추가로 명단에 올리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48  

 

 

7. 미·중 ‘이념’ 경쟁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 

 

7-1. 미·중 '이념' 경쟁의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미٠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새로이 ‘이념’의 영역에서 나타

난 갈등과 대립은 기존의 경쟁 구도를 ‘미국 對 중국’에서 미국에게 한층 유리한 ‘자유 

진영 국가들 對 중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

베트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

                                           

44 Michael R. Pompeo, “2019 Herman Kahn Award Remarks: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on 

the China Challenge” The Hudson Institute (May 30, 2020). 

45 Mark Esper, “US stands with its partners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Straits Times (June 

15, 2020). 

46 Wilbur Ross, “Statement from U.S. Secretary of Commerce Wilbur Ross on Revocation of Hong 

Kong Special Status” U.S. Department of Commerce (June 29, 2020). 

47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Releases Xinjiang Supply Chain Business Advisory" 

Press Release (July 01, 2020). 

48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Department to Add Nine Chinese Entities Related 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to the Entity List” (May 22, 2020);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Department Adds Eleven Chinese Entities Implicated in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to the Entity List” (July 20, 2020). 美상무부는 이미 2019 년 

10 월에도 무슬림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총 28 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대해서는 Eric 

Beech & David Shepardson. “U.S. imposes visa restrictions on Chinese officials over Muslim 

treatment” Reuters,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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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이념’ 경쟁이 자국에게 불리한 구도라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이 걸려있는 ‘주권’과 

‘통일’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

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홍콩, 타이완, 신장 지역의 ‘주권’을 강조하고 미국의 문제 제기

를 ‘내정 간섭’이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에 지지를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를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전랑(戰狼)외교’로 명명되며 또 다른 논

란을 낳았다.  

또한 과거 덩샤오핑의 경우 낮은 자세로 인내하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

양회(韬光养晦)’ 전략을 유지하였기에 미국의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내정치적

인 역풍을 방지할 정치적 명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도광양회’를 버리고, 

미국과의 대등한 경쟁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택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적으로 애국·민족주의의 ‘양날의 검’ 앞에서 명분 있게 물러

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는 오히려 애국·민족주의와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언론과 SNS의 통제 강화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공고히 하

고 미국과의 경쟁을 장기전으로 이끌며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본격적인 ‘이념’ 분야에서의 경쟁 이후 화웨이 문제에 대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독일마저도 조금씩 미국에 기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이

익을 중시하던 호주와 인도도 최근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감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로도 중국과의 ‘이념’의 경쟁을 강화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

국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국에 대해 접근해 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의 중국 양

제츠(杨洁篪) 당 정치국원의 싱가포르와 한국 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2. 한국의 대응 방안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미·중 모두로부터 전략적 구애를 받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실행하며 경험했듯이 자칫하면 일부 민감한 현안에서 표적이 되

거나 양측 모두로부터 전략적 불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미·중 사이에서 피

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이 다가온다면 한국은 조속히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그리고 국익이 정의된 ‘원칙’을 가지고 대미 및 대중 외교를 준비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 시간 ‘전략적 모호성’을 실행해왔다. 하지만’전략적 모호성’은 눈앞에 닥친 

민감한 현안을 묻어두거나 피해갈 수는 있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더 큰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٠중 모두로부터 전략적 불

신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٠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단기적인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만약 미·중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이 다가온다면 한국은 조속

히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그리고 국익이 정의된 ‘원칙’

을 가지고 대미 및 대중 외교를 준비해 할 필요성이 있다.  

미·중 사이 한국의 ‘원칙’ 정립은 미·중 어느 한쪽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대

응해 한국은 선제적인 1)‘제한적 손상(limited damage)’과 2)‘다자주의 외교’의 활용이 필

요하다.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제한적 손상’을 위한 선제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사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표적 또는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외교 일정과 연대에 따른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힘의 우위가 나타날 미국으

로부터 對中 전략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선택의 요구와 압박을 받는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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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과 중국은 활발한 track 1 & 1.5 전략대화를 통해 예상되

는 한·중 간 갈등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 및 이를 통해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엄준한 현실 하에서 미·중 모두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

에서 떠나 정책적 ‘선택’을 통한 ‘이익’과 ‘손실’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국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외교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 간의 연대를 뒷받침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의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의 다자외교가 

때로는 양자외교의 하위구조로까지 인식되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단기적으로도 손

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양자외교에 비해 다자외교는 현안에 따라 외교적 노력

에 대한 열매를 맺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성과 또한 

측량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다자외교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 양자 외교의 틀에 실질적으로 얽매여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한국 외교에서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있는 양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의 장기적인 발전, 특히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틀을 적

용하는 한국형 다자외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공유되는 이익과 정체성의 ‘일반화된 제도와 원칙(generic institution and 

principles)’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외교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국익으로 정의된 '원칙'을 선제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국의 중견국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 상대 국가들도 관계설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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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1 이수형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학술협력실장) 

 

□ 총평 

 

O "미중 갈등 시대와 한반도 미래는?" 이라는 발제문은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의 배경과 전개과정, 미중 갈등의 핵심적 주제들,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 미치는 파장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상기 발제문은 대체적으로 현재 목격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전체적인 

총론과 주요 갈등의 충돌지점이라 할 수 있는 각론 등을 잘 다루고 있다.  

 

□ 평가와 논평 

 

O 상기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세력전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세력전이이론은 기본적으로 패권국과 부상하는 도전국간에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

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발제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염두 해 두고 미중갈등의 

분석틀로 세력전이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 21세기 국제질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G-Zero의 시대이자 국제질서의 형상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세력전이이론이 미중 갈등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O p. 7 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대중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한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 배경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제 생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은 안보전략으로 위험분산이라는 헤징전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중 헤징을 공식적으로 추구하게 된 배경은 ① 21세기 안

보환경의 다층화와 지역 정세의 차별화 ② 미국과 중국의 힘의 이동이 현재 진행중

이기 때문이라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맥락 내

에서)으로 중국의 부상을 유인하기 위해 관여(engagement)라는 대중 헤징과 여의

치 않을 경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균형(balancing)이라는 대중 헤징을 구

사하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여 대중 

헤징이 아니라 대중 균형과 봉쇄정책으로 전환되었음 

O p. 19에서 미중 이념경쟁의 부상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구도에서 미중 이념경쟁이 전개

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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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돌입하였으며, 미중 양국은 

패권경쟁의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전략(미국)과 일대일로(중국)전략을 구하고 있다. 동아

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은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중

국의 도전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응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수준에 버금가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대미 도전구도를 구상

하는 반면, 미국은 이념과 가치(자유주의, 동맹, 공산주의 중국 등)를 내세워 21세기 

판 대중 균형과 봉쇄를 위한 진영구도를 짜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조하

는 가치와 이념은 대중 균형의 진영을 구축하기 위함이지, 미국과 중국이 이념경쟁

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O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이른바 ‘가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경쟁으

로 나아가고 있다.  

 

-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 ‘EPN’ 등 중국 중심의 GVC를 흔들고 약화시키기 위한 글로

벌 차원의 ‘가치’ 경쟁이 기술 경쟁과 함께 복합적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적

어도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원천 기술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한 對중국 공세라고 할 수 있다.  

- 보안, 백도어, 민주주의, 통제와 감시 등 기술적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가

치’ 중심의 이념 공세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가 한층 심화되면서 글

로벌 혼돈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원천 기술을 통한 중국의 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중장기 전략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무

역 갈등과 기술경쟁이 ‘가치’문제와 결합하면서 그 전선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O 미국이 무역 적자나 기술 탈취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이념을 가지

고 對중국 공세를 강화하면서 그 전장은 가치문제와 이념문제의 휘발성이 강한 지역

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 가령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문제, 홍콩문제, 대만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가치’와 이념

이 결합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매우 취약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경쟁은 주로 경제무역과 기술경쟁을 기본으로 ‘가치’와 이념이 중

첩되는 방향으로 투사되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략의 충돌 배경과 쟁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무역, 기술탈취 등 단순한 현상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가치’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주목한 분석이 필요.  

 

□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평가(한국정부의 선택 제언) 

  

O 미중 갈등 격화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전략에 대한 평가  

- 미중 양국의 對韓(대한) 견인정책의 대응전략으로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으로서 작동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 요구됨 

-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이슈가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사활적이고 핵심적

인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이슈여야 함 

- 만약 특정 이슈가 한국에게 사활적이고 핵심적인 이익범주에 해당된다면 전략적 모호성

보다는 우리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략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임 

 

O 특정 이슈에 대한 우리 내부의 확고한 원칙 설정과 미중 양국의 갈등 격화의 분야와 

강도에 따른 탄력적인 전략적 모호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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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슈에 대해 미중 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표명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나 원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전략으로서 전략적 모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 격화의 강도와 

성격, 그리고 대한 견인의 이슈 분야와 강도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함  

 

O 전략적 모호성의 장점은 미중 갈등적 이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율적인 정책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음  

 

- 전략적 모호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추구

는 미중 양국의 견인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자율적 정책 공간 유지·확대가 가능 

 

-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미중의 대한 견인정책의 진의 파악 및 특정 

이슈가 미중 양국의 이익범주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분별할 수 있

는 준거로 작용 가능  

 

O 전략적 모호성의 단점은 특정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미중의 입장 차이에 따라 미

중 양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 신뢰도 저하 야기 유발  

 

- 전략적 모호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모

호성 유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양국에게 우리의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유

발 계기로 작용 

- 특정 이슈에 대한 미중 양국의 강대국 협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자율적 정책 입지 축소 및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까지 부정적 파급효과 초래 

  

□ 자율적 정책 공간 유지·확대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한국정부의 선택 제언)  

 

O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대다수 중견국가들에게 대외정책 

추진의 난제를 부과  

 

-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중견국가들이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은 남아 있음  

- 이에 따라 동남아 대다수 국가들은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에 대한 대안적 전략으로 위

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을 채택 

 

O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이의 틈새를 파고들 수 는 외교

안보정책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 

 

- 미중 패권경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의 자율적 정책 공간 

축소 및 미중 양자택일적 사고 유발 가능성 다대 

- 미중 양국의 대한 견인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개발할 필요성 다대 

 

O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및 對韓(대한) 견인정책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전략적 선택 방안 

 

-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는 동맹국가인 한국의 자율적 정책공간의 협소화를 강요할 이슈

별·상황별 국면 초래 가능성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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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체계적 동맹관리를 바탕으로 사안별·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개발·추진 도모

로 우리의 자율적 정책 공간 확보 

- 한미동맹 공고화에 매몰되어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전

략적 유연성 유지·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제한적 위험분산전략을 전략기조로 채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안별 전략적 모호성 구사 /끝/ 

 

 

 

 

 

2. 이상수 박사(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연구위원) 

 

1) 총평 

 

이 글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본질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전

환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글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은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 ‘지배국가와’와 ‘도전 국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한

국의 대응은 양국의 갈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시

진핑 정권은 분발유위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확대와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적

극적인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지속할 것과 국익을 양보하는 “쓴 열매”는 절대 삼

키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건설과 국방현대화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

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구상을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

는 대중압박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30% 

넘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패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친미 친중 노선을 지혜롭게 유지

하는 것이 국익보존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논평 

 

(1) 전략적 모호성: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대만해협,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 군사적으로 충돌할 개연성은 아주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 현재 트럼프가 선거전략으로 코로나 팬데믹 원인을 중국의 실수로 지목하

면서 화웨이 배제, 틱톡 사용 금지, 관세폭탄, 외교관 철수 등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중은 갈등과 협력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

기적인 처방으로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적으

로 유지한 채 한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미·중 양국에 설득시키는 외교

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핵심 이익을 미국과 중국에

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 배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제한손상과 다자외교 활용: 필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한손상(limited damage)와 다

자외교 활용은 한국의 현명한 외교적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필자의 의견

에 동의한다.  

 

(3) 미·중 사이에서 이익과 손실의 냉정한 계산: 미·중 사이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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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외교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3) 정책대안  

 

1) 미·중 이념 경쟁에서 자유로운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 견지  

 

미·중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제기하면서 편 가르기를 한다면 한국은 실용

적 균형외교 노선을 견지하여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이는 균형자 외교가 아니라 균형외교로 한국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경

제 실리주의 외교 노선 견지를 의미한다.  

 

(2) 중견국 협력을 견인하여 미·중갈등 완화에 기여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주도하여 미·중 진영사이에 회색지대를 형성하여 회색지대의 영향

력으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장기

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 분야

에서 중견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도하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견인

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현재의 미·중 갈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 마련  

 

중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

데믹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강화를 통해 미·중의 

진영외교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한 경제기술력과 군사 능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 

 

 

 

 

 

 

3. 정경영 박사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1) 총평 

 

“미·중 갈등 시대와 한반도 미래” 발제문은 전략적 경쟁단계로서의 미·중 관계를 세력 전

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의해 논의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관계를 

전망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제한적 손상과 다자외교 등

을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유의미한 글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QUAD, EPN, 미국 주도 MD 등 이슈에 대한 정책제안이 후속 논의되기를 기대함.      

 

2) 평가와 논평  

 

(1) 검토사항 

- 들어가는 도입부분에서 세력전이 이론과 Post-Corona시대 미중관계 전망, 한국의 대

외정책 방향을 반복해 기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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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경쟁관계에 개념 정의와 패권경쟁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가 

- 미·중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보완  

-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된 모습 추가: TPP 탈퇴(2017. 1. 23), INF 조약 폐기(2019. 8. 2),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 탈퇴(2018. 5. 8) 등 

- 7쪽 둘째 문단: 2017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에 억압과 힘에 의해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규정 

- 8쪽 둘째 문단: 2005년 Robert Zoellick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에게 책임있는 이해관계

국 a responsible stakeholder 강조 

- 11쪽 첫째 문단 보완: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 Area Denial, A2AD) 및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 추진 

- 12쪽 둘째 문단: ‘중국 특색의 강군’과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군기계화·정보화 실

현(2020), 군 현대화 달성(2035), 세계일류 군대 건설(2050) 

- 17쪽 셋째 문단: 2019년 5월 및 11월, 2020년 9월 괌 부근 일대에서 미국 주도 한, 일, 

호,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Pacific Vanguard 해상연합훈련 역시 남중국해 사태에 대비하

기 훈련 실시  

- 24쪽 마지막 문단 추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020. 7. 23 닉슨도서관 대중국 반공국제

연대 연설  

- 25쪽 첫째 문단 추가: 에스퍼 국방장관의 2020. 9. 16 RAND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중국과 충돌대비 전구전략 발전, 해군함정 200여척 증강 등 중국 위협 대응 연설; 로버

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2020. 6. 24 애리조나주 피닉스 기업인들과 모임에서 중

국 공산당을 종식시키는 것이 대중정책이라는 연설  

 

(3) 수정 

- 각주 표기: 표준화, John R. Oneal, Indra De Soysa and Yong-Hee Park, “But Power 

and Wealth Are Satisfying: A Reply to Lemke and Re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4 (1998), pp. 517-520. 

- 6 쪽 첫 문단: 보이다고     보인다고 

- 각주 15: The Washington Quarterly; The Washington Post 
- 10쪽 마지막 문단: ‘응급저비기금    예비기금(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 12쪽 둘째 문단: ‘적극적인 외교(assertive diplomacy)    공세적 외교(assertive 

diplomacy) 

- 16쪽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일관성: 풀어쓰기 Acronym 순 or Acronym 풀어쓰기 

- 21쪽 마지막 문단: 제73차 WHA      제73차 WHO 

- 27쪽 마지막 줄: 엄준한 현실  엄중한 현실  

 

4) 한국 정부의 선택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19년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원칙에 따라 한

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영 전략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

했으나, 동북아 지역은 신북방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우

리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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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태평양전략: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과 인도·동남아지역 신남방정책으로 참가49  

 

가. 참가 판단기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 여부를 국가이익, 위협평가, 미·중관계 전망, 동북아

플러스책임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국가이익 

 

한국의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 등 

가치 수호, 경제적 번영이다. 

국가안전 보장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동맹

국 미국 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는 명확하

다.  

가치 수호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집단지도체제에

서 벗어나 시진핑이 지배하는 독재체제 국가가 중국이다.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한·중무역이 2019년 전체 무역의 25.1퍼센트로 수출 1,362억 

달러, 수입 935억 달러로 427억 흑자, 미국과의 무역은 13.3퍼센트 수출로 733억 달러, 

수입 558억 달러로 1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으로부터 무역흑자가 미국 흑자

에 비해 2.4배 크다. 사드와 화웨이 캠페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를 완전 장악해서 해로를 차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드 제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국익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가 요구된다.  

 

(2) 위협평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하곤 했다. 우리 민족은 900여 차례 이상

의 외침에서 일본 해상으로부터의 침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륙으로부터 침략에 

시달려야 했다.  

과연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무력충돌이 있을 때 조·중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

에서 중국이 한국 편에 서서 한국을 군사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더욱 없다. 특히 한반도 분쟁 시 

서해에서 제해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 시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왜군 함정의 서해 진출을 차단했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를 지킬 수 있었

고, 청·일 및 러·일전쟁에서 서해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군이 상기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

쥘 수 있었다. 또한 6·25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해 제해권을 장악한 유엔군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차단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한반도 전체는 중국 질서에 편입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 공동대처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규범과 질서, 안정과 평화에 도전하는 세력

이라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대항해 공동 대처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

기에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 필요시 자유항행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면 다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위협국가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49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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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관계 전망 

 

미·중관계 시나리오에 따른 선택은 다분히 수동적인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외

교력, 경제력,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국 간 국력의 균형 변화는 상당 기간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의 경제력이 지속되고 미국 경제가 

크게 호조되지 않을 경우 미·중 국력 균형에 변화가 발생, 미·중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양극단의 상황이 전개되는 시나리오이다.  

 

<표> 미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전망  

 

변수  
남북관계(비핵화) 

개선(성공) 악화(실패) 

미·중관계 

경쟁·견제 

시나리오 → ➀ 

· 한반도: 안정성 유지(북핵·재래식 

위협) 

· 동북아 : 불안정성 유지  

시나리오 → ➁ 

· 한반도 : 불안정성 심화(북핵·재래식 

위협) 

· 동북아 : 안정성 심화  

협력·관여 

시나리오 → ➂ 

· 한반도: 안정성 유지(북핵·재래

식 위협) 

· 동북아 : 안정성 강화  

시나리오 → ➃  

· 한반도 : 불안정성 심화(북핵·재래식 

위협) 

· 동북아 : 안정성 유지 

 

출처: 김기주, “안보 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 

및 한국국방정책학회 공동주최, 『21세기 국제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 

세미나, 2018. 11. 29, 국방대 컨벤션센터.  

 

미·중관계 국력 균형을 전망할 때 다음 네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➀ 미 : 정치·외교·경제·군사 우위 지속  

➁ 미 : 정치·외교·군사 우위, 중 : 경제 우위 지속  

➂ 미·중 : 정치·외교·군사 대등, 중 : 경제 우위 

➃ 중 : 정치·외교·경제·군사 우위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➀ > ➁ > ➂ > ➃가 될 것이다. 이러

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호주,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과 연대체제를 구축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우리 정부의 동북아플랫폼 전략 구상은 동북아를 포함하고, 이를 넘어서는 지역 평화

와 번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국판 중장기 생존 번영 전략이다. 공간적으로 동북

아, 북방, 남방, 인도에 이르고,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가치 및 공공외

교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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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잇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신남방정책이 번영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는 축이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이 연결되는 동북아는 한반도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축으로 설정된 동북아평화지대가 존

재한다.  

동북아플랫폼은 2011년 서울에 설립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외연을 확대

해 미국과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로 제도화시킨다. 이를 통해 환경, 재난, 

전염성 질병 이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대륙-해양 복합국가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견인한다. 신북방협력위원회를 운영

해 추진하고 남·북·러 3각 협력 민간협의체를 설치한다.  

신남방정책은 역사적 앙금이 없는 아세안·인도와의 외교를 주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

고 현지 인적 협력 중심의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략적 입지를 확

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한다.  

 

<그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기본 구조  

출처: 이재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 이슈브리

프』, 2018. 1. 24.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전략과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아세안·인도와 안보협력 없이 중국을 포함한 수정주의 세력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자유항행을 위협할 때 우리의 무역선이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없

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가 신 애치슨 라인

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이탈되

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나. 정책 제안 

 

미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핵심역할을 

하는 린치핀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규칙과 규범, 자유접근, 자유항행과 비행이 보장되

는 자유롭고 열려진 인도-태평양전략은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

여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공존과 번영의 협력질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동

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방성, 포괄성, 투명성 차원에서 인도·동남아지역에서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2.  동북아 다자외교 구상50  

                                           
50 Kyung-young Chung,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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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북아 안보협력 설계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키텍처는 동북아 정상회담, 장관급 협의체인 전략·

경제대화, 산하에 안보경제협력위원회와 신뢰구축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 운용한다.  

<그림> 동북아 안보협력 아키텍처 

출처: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2005), 

p.347을 보완하였다.  

회원국은 남북한, 미·중·일·러 외에도 몽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정상회담은 

연 2회, 알파벳순으로 윤번제로 실시하고 의장국이 개최국이 된다. 의제는 안보 및 경제협력의 

역학관계를 고려, 안보이슈와 경제이슈 발생 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협의한다.  

전략·경제 대화는 외교·국방·재무장관으로 구성하여 정상회담 전에 실시한다.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합의사항 실행방안과 안보와 경제이슈 발생 시 미치는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협의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방역, 환경, 재난 구조 및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초국가적인 위협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군축문제, 영토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동북아 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모체로 확대, 개편한다.  

먼저 인식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안보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적으로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이 안보인식공동체를 구

축하여 군비경쟁이나 일방적 외교안보정책 추진보다 역내 국가들과 보다 차원이 높고 다층

적인 협력안보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며 재원이 적게 든다

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한다. 이어서 역내 국가들의 카운트파트들과 긴밀히 유대

관계를 확대시켜 나간다. 외교안보분야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외교장관회의, 국

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재정위원회 간의 국회의원연맹 회의, 국방장관 회의와 한·

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의장 그리고 북·중·러 몽골 총참모장 등이 참여하는 군고위급회담

을 실시한다. 동시에 역내 국가 간 다자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초급장교 교환방

문, 함정 상호방문, 안보포럼, 국가 간 군별 자매결연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발적인 사

고가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내 국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험한 군사

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다.  

두 번째 영역인 전략기획팀은 외교·국방장관회의의 의제로 초국가적 위협 공동대처 방안, 

다자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군축, 안보이슈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판단하여 대

비하고, 공동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전, 채택토록 한다. 초국가적인 위협에 공동 대응

                                           

in Northeast Asia(London: Ashgate, 201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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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군사교리 발전과 다자간 군사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 영역인 안보·개발협력팀을 활성화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위한 남·북·

미·중 정상회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처를 위한 한·미·일 군사공조체제 구축, 연해주농

업경제특구 개발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남·북·러 공동협력, 인천 파주·개성 해주 

벨트와 북한 의주과 창지투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남·북·중 공동협력, 설악산·강릉·금강산·원

산 등을 잇는 관광 및 경제특구 지역의 남북일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가. 방역·재난구조 위한 지역 신속대응체제 구축  

한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뢰구축위원회는 방역, 환경오염 방지, 재난구조, 원자력 안

전, 대테러로 분류 운용한다. 관련 정보공유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뮬레이션 연습, 군인·경찰·의료진·비정부기구단체(NGO)

로 구성된 신속대응Task Forces를 사전 지정하여 운용한다.  

특히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방역훈련, 

해로보호 및 해적퇴치 훈련, 재난구조훈련, 원자력 안전훈련, 대테러훈련을 실시한다. 초국가

적 유형별 TF를 운용하고 사령관은 작전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참가국 군대는 작

전기간에 한해 전술통제로 지휘관계를 맺고 작전임무 종료시 해제하여 자국군으로 복귀한다. 

예컨대 동북아 특정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때는 일본군 장군이 홍수시는 중국군 장군이, 대규

모 펜더믹 질병 및 테러 발생시는 한국군 장군이 다국적 신속대응군 사령관이 되어 작전을 

수행한다. 2018년 11월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평택 Camp Humphrey로 재배치하고 210화력

여단만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의 Camp Casey를 방역·재난구조·대테러·PKO훈련센터로 운용

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훈련장, 지휘통제 통신시설, 식당, 숙소 등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역내 국가의 방역훈련, PKO 파병 전 교육, 대테러 훈련, 북한 

급변사태를 포함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훈련센터로 운용될 경우 지역 평화협력의 

메카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서울에 설립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모체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제를 제도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4. 이성현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중국연구센터장)  

 

1) 총평  

 

❍ 본고는 미중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더욱 '선택'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진단하고, 정책 제안으로 한국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한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국

익을 바탕으로 '원칙'을 확립하고,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에 대한 건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점 유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한다고 함. 그리고 이 참에 한국

의 대외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제안함.  

 

❍ 구체적으로 본문은 향후 미중사이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하며, 

한국이 새로운 정책 조정이 지연될 경우 부딪히게 될 여러 도전 중에서 ‘남남갈등’ 심화

를 듦. 즉, 이는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한국인 집단 지성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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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갈등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욱 취약하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함.  

 

❍ 저자는 무역 분쟁으로 촉발되어 군사, 홍콩, 인권, 대만, 이념적 갈등 영역 등으로 확장

되는 미중 갈등 지난 2년여의 사건들을 시계열로 자세하게 정리, 제시함.  

 

2) 평가와 논평  

 

❍ 이론적 토의로 시작하였으나 결론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반추/정리/되새김이 누락된듯

함.  

 

❍ 전반적으로 지난 2년여간에 발생한 미중 갈등 ‘사건 일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유익했

으나, 이에 대한 논의, 해석,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성이 있었으면 더욱 유익했을 것이란 

아쉬움.  

 

❍ 본고가 학술 논문인지 아니면 정책 토의문인지 성격 규정이 더욱 명확했으면 읽은 독

자들도 어느 기준을 가용하여 볼 것인지 더욱 도움이 되었을듯함. 학술 논문은 이론에 

의거한 논리적 서술이 주가 되겠고, 정책 토의문은 현재의 현안을 중심으로 진단, 분석, 

제안 제시 등으로 논의를 구성할 수 있음.  

 

❍ 학술 논문은 현 미중 갈등이 ‘신 냉전’인지 여부를 두고도 이론적 토의 그 자체가 한 

페이퍼가 될 수 있으나, 정책 토의문은 현안을 규정하는 ‘이름 붙이기’ 보다는 ‘아무튼 상

황이 신냉전이라 불릴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공감대를 토대로 토의가 진행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현 상황이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 상태인지, ‘패권 경쟁’ 상태인지

를 두고도 학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유익하지만 시간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가질 수 있

겠으나, 정책 토의문은 ‘아무튼 무척 엄중한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사변적 논쟁으

로 뛰어넘어 실사구시적 토론에 역점을 둘 수 있음.  

 

❍ 본고는 “물론 양국이 전쟁을 불사하는 ‘패권경쟁’에 진입한다면 군사·안보적 영역의 중

요성이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증가하겠지만, 아직은 미중관계가 이러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현 상황이 ‘패권 경쟁’ 단계는 아니라고 함. 그렇다면 전쟁 

혹은 군사적 충돌을 보고나서야 패권경쟁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스은 2020년 8월 공개 발언에서 현 미중 갈등은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함.  

 

❍ 현 정부의 정책을 ‘안미경중’이 아니라 이제는 ‘친중’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에 대한 규정의 문제도 필요할 수 있음. 혹은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오

디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착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3) 한국정부의 선택에 대한 제언 

 

❍ 저자가 옳게 지적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음.  

 

❍ 저자가 제시한 ‘제한된 손실’이 아닌 여전히 향후에도 미중 사이에서 ‘안미경중’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믿는 경우,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됨.  

 

❍ 한국은 외교를 못해서 망국의 경험을 한 나라로써 외교가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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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외교를 못할 경우 그 파급 손실이 매우 큰 바 이에 대한 조정안이 필요할 수 있음. 

즉, 향후 주요 외교 (예를 들어 미중 사이 선택의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동의를 

거쳐서 남남갈등을 막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을 기약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잔여 임기가 1년 반인데, 최종 1년은 사실상 대선 기간이 될 것이므로 실질

적 외교 효용 기간은 6개월밖에 안남았을 수 있음.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현 상황에 대

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 가능성에 근접하게 만들 수 있느냐

도 중요할 것임. 

  

❍ 더불어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북핵 문제 돌파구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 접근이 필요

한 시간임.  

 

❍ 미중 양쪽에 한국이 근년에 보낸 ‘signal diplomacy’의 효용성, 개선점, 의도하지 않게 

미국이나 중국측에 오해를 유발한 정부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추도 필요할 수 있

음. /끝/ 

 

 

 

 

5. 강석승 박사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1) 총평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접어들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은 이들 두 강대국사

이에서 더욱 ‘선택’을 받는 국면에 처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발제자는 미·중관계가 

아직까지 ‘전략적 경쟁’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세력전이이론’에 대

한 학문적 논쟁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토론자 역시 발제자의 이러한 접근방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익’을 바탕

으로 원칙을 합의하고 미·중 사이의 현안에 대한 건전한 국민적 합의점 유도 및 이를 바

탕으로 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

에 돌입하고 있음에 궤(軌)를 같이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런 발제자의 연구 및 의견제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다소 이견(異

見)이 있는 부분은 각론(各論)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2) 논평 

 

우선 중국의 부상(浮上)에 대한 미국의 선택, 즉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며 함께 발전을 추구하지만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

의 동맹/안보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둘째, 트럼프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은 대선 당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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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으로 ‘러스트 밸트(Rust Belt)'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았던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정치적으로도 자신의 대통령재선과 연관되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목전에 다다르고 있는 ’재선(再選)과는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

고 있는지?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책임론과 함께 관련전문가들이 중국당국의 관련 

공식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발제자의 입장은? 

 

이밖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티베트, 신강위구르자치주 등 소소민족의 

자치문제, 홍콩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당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 

 

3) 정책건의 

 

발제자가 제시하였듯이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민감한 현안이 다가온다면 조속히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과 합의된 가치, 정체성, 그리고 국익이 정의된 ‘원칙’을 가지고 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 것인지? 

 

발제자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눈앞에 닥친 민감한 현안을 묻

어두거나 피해갈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전략적 불신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

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타개하고 극복해 나

갈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과 미국과 유사한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대응해 나갈 실익은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간 갈등양상 시현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

의 변수는 북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10 열병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

사회의 권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ICBM이나 SLBM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

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간의 ‘의미있는 컨센서

스’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끝/ 

 

 

 

6. 김흥규 박사 (아주대 정외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 

 

1) 이 글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 

- 미중 관계의 전개를 역사적이고 분석적으로 잘 요약하고 서술 

- 미중 갈등을 ‘패권경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아직 ‘전략적 경쟁’ 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그러나 본인은 동시에 미중 갈등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 지배국가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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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갈등으로 설명 

- 2020년 5월 백악관의 대중국 보고서 내용이나 동년 9월 품페이오 국무장관의 부시 대

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을 보면 이념과 체제의 경쟁으로까지 전이. 이것이 바로 패

권경쟁 아닌가? 패권 경쟁 개념 사용의 함의는 무엇이고, 그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는? 패권경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는가?  

 

2) 필자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외교를 일관되게 주장. 여기서 우리가 지녀야 할 원칙이

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원칙에 대

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보수적인 사고를 정당화하는 데 원용되거나, 

스스로 수호하지도 못할 주장으로 외교적 경직성을 강화시켜 오히려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데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대국의 전략 중 하나로 약소국의 위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여, 저항의지를 좌절시

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타개책은? 결사항전? 

 

3) 필자는 대단히 많은 공을 들여 미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을 언급하고 정리해 놓

았는 데, 이것으로 미국 대중국 외교안보정책의 어떤 중대한 변화를 이야기 하려 하는 

것인지? 이는 필자도 잘 알다시피 대만 분리독립문제는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대응을 

법으로까지 정한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익인 영역인데, 미국의 대대만 정책의 정

책적 목표와 Exit전략은 무엇인지?  

 

 

 

4) 현재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퇴출을 목표

로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 데 이 디커플링은 성공할 것으로 보는지? 이를 평가하

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朝野의 '意志'와 '단호함'

은 어느 정도인지? 미중 전쟁 와중에 미국의 대중 경제 봉쇄와 디커플링이 한국 경제

와 한국 전체에 도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것도 사실인데,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5G 대형 수주, 삼성과 LG 스마트폰 판매 증가, 중국 기업 대신 한국 전기차 배터리회

사의 수주 증대 등등) 한국이 미중 경제 디커플링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 진영에 

핵심 국가가 될 경우 한국 경제와 산업에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5)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 및 위협에 맞서 미국이 '쿼드' 군사 동맹과 'EPN(경제번

영네트워크)'으로 중국 포위망 및 미국 중심 신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대

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

호함'을 유지하거나 미국의 협조 및 동참 요구를 계속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계속 협조 및 동참 요구를 한국이 거부 또는 외면할 경우 미국의 반응

이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요구와 한미동맹의 

대중 동맹으로의용도 전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우리가 호응하지 않으

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철회와 같은 위협으로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 보는지?  

 

6) 일각에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1차 냉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미-소 냉전 대결에서 자유 진영의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시각이 있음.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도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시민들과 한국 정치인, 

정당의 '선택'이 미중 대결 승패의 향방과 세계사 흐름 변화에 큰 영향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한국 지식인, 여론 지도층,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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