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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패권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체
화 되어가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인도는 왜 미온적 태도를 보이
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향후 인도의 참여 수준을 전망해 보
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략을 분
석하였고, 인도의 외교안보정책 및 군사력 분석을 위해 인도의 해양안보
전략(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2015), 인도군 합동독트린(Joint Doctrine Indian Armed Forces,
2017), SIPRI Yearbook(2018)과 The Military Balance(2019) 등을
참조하였다. 참고로 IPSR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미국은 인도·태평
양전략의 추진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의 제도화를 통해 중국 공
세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분석 결과, 인도는 인도양에서의 패권국임을 자임하고, 강대국으로서
국제안보질서 구축 및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직 국제안보질서에 영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인도의 군사력은 자국 동북부 지역의 분리주의
자들과 중북부 지역의 모택동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고, 국경분쟁 중
인 중국과 파키스탄의 공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들도 노후하여 원정에 나서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되고는 있으나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
성되어 있지 않고, 중국과는 국경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이지만, 중국
시장이 인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 대립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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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기는 당
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인도는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에 해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들어오
는 중국 함대를 저지하는 정도의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중국의 패권추구
가 더욱 노골화될 경우 인도의 참여 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6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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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정책’을 대체하는
아시아·태평양정책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채택하고, 태평양사령부(USPACOM)
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태
평양전략 구체화와 제도화에 착수하였고,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
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인
도·태평양전략의 추진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의 제도화를 통해 중
국 공세에 대응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한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특히
Quad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1) 호주 역시 미국과의 안보협력 증진
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이 전략에 참여 의사
는 밝히고는 있으나, Quad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연합체로 발전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지전략적 위치,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의 잠재력,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21세기 최대의 격전장으로 부상하는 인도양 중심부에 위치해
1)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베 총리의 아이디어로,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취
임 직전인 2006년 말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했다. 당시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매우 미약했으나,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으
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채택했다. 이대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세종정책브리
핑」 2018-17; 이대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2019-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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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략적으로 인도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준대
륙(subcontinent)으로 300만km2의 광활한 영토, 15,000km에 이르
는 국경,2) 그리고 7,5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배타
적 경제수역(220만㎢)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인도 인구는
13억 5천만 명으로 세계 2위, GDP는 2조 9,719억 달러로 세계 5위
(PPP 기준 세계 3위)다. 1인당 GDP는 2,000 달러 정도로 중하위권이지
만, 인도 경제는 연평균 7%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위
젊은 국가로서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다. 특히 인도 중산층 규모는 현재
3천만 명에서 2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5년 가구 소득이
4,000~22,000 달러에 이르는 인구는 거의 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3)
인도는 규모면에서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한 국가이며,
2008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2014년 화성궤도에 탐사선을 진입시키
고, 최근 달에 탐사선 착륙을 시도하는 우주 강국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
제사회에서 인도는 특히 독립 이래 비동맹운동의 주체로서 제3세계 국가
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고, 실질적으로도 아시아개발은행 및 G20에
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제3세계 지도국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는 강대국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
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모디(Narendra Modi) 정
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어진다. 인도는 자국의 지전략적 위치와 국력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 평가하면
서 국제사회에 영향력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3,488km, 파키스탄과 3,323km, 방글라데시와 4,076km, 미얀마와
1,648km, 네팔과 1,571km, 부탄과 699km 등 총 14,804km의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
3)
Alyssa Ayres, “Will India Start Acting Like a Global Power,” Foreign Affairs
(October 16,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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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출처: K. Alan Kronstadt, et. al. “Indi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7-57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9, 2017, p. 2.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발
전하고 있는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는 북서부 지역에서 파키스탄
및 중국과 치열한 국경분쟁을 치르고 있다(지도1 참조). 모디 정부는 4차
례의 전쟁을 치른 파키스탄을 ‘테러리즘의 온상’ 또는 ‘급박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는 끊임없이 교전
이 발생하고 있다.4) 게다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양(서태평양)에 항구
4)

Abhijnan Rej and Shashank Joshi, “Ondia’s Joint Doctrine: A Lost
Opportunity,”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casional Paper, January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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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통한 군사기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인도양을 새로운
전략적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도 자국과 주변국들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간주한다.5) 한편 국내적으로도 인도 동북부 지역의 분리주의자
들에 의한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중북부 지역, 특히 네팔 및 방글
라데시와의 접경지역에서는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
한 반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국내외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증
강과 함께 외교안보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비동맹(non-alignment)
정책에서 복합(다)동맹(poly-alignment)정책으로 전환하고,6)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 또는 다자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합동군사훈련
에도 참가하면서, 인도양 연안지역의 중요 행위자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인도를 중국의 공세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하
고,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대
국(leading global power)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게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체라 할 수 있는 Quad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7)
하지만 인도의 참여는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패권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인도‧태평
양 전략 참여에 인도는 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향후 인도의 참여 수준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

K. Alan Kronstadt, et. al., “Indi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7-57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9, 2017, p.9; Richard M. Rossow,
“Reshaping India-United States Defense Cooperation In Indo-Pacific,” CSIS
Commentary (August 23, 2018).
6) Tapakshi Magan, “Analysis of the Indian Defense Approach in the last 70
years,” MANEKSHAW PAPER No. 79 (Center for Land Warfare Studies, 2018),
p.20; The Indian Ministry of Defence, Annual Report 2018-19, The
Government of India, 2019.
7)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2017, p.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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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도의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안보 제공자로서의 인도의 의지와 능력
을 분석하기 위해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군사력 분석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인도가 자국을 방어하고 국제사회의 안보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인
도의 인도·태평양전략, 특히 Quad 참여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인도·중국관계와 인도·미국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의
적극적 참여는 인·중관계가 악화될 때, 그리고 인·미관계가 강화될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V장에서는 향후 인도의 참여
수준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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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의 입장
1. 인도·태평양 전략8)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자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해안까
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은 향후 미국에게 가장 중
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이 지역은 세계 인구 50%
이상이 거주하면서 세계 GDP의 60%를 생산하고,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10개 항구 중 9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해상무역의 60%가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교역액
은 2.3조 달러이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액도 1.3조 달러다. 군
사적으로도 이 지역에는 세계 군사강국 10개 국 중 7국가가 위치해 있고,
이중 6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듯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을 불안정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중국과 러시아의 현행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그리고 초국가적 안보위협
의 확산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NSS에서부터 모든 전략서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중동에 위치한 이란 대신 초국가
적 안보위협(테러리즘, 불법무기거래, 마약밀매, 인신매매, 해적행위,
병원체,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연재해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위협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
으로 ‘남중국해의 군사화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했으며, 대만에
대한 무력 불사용을 약속했음에도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력 사용을

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이대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2019-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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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미국은 중국을 약속을 지
키지 않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현대
화, 영향력 확대, 약탈적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패권
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전(vision)은 ‘국가 크기에 상관없
이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며, 안
전하고(safe), 안정되고(secure), 번성하여(prosperous), 모든 국가들
이 혜택을 받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
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법치, 시민사회발전, 투명한 통치, 공정
한 경쟁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느 한 국가가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략 추진원칙(Principles)은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이
존중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열린 투자, 투명한 합의, 그리고 연계
(connectivity)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
역,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존중 등이다. 미국은
지역의 안정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군사적 준비태세(Preparedness) 강
화, 동맹 및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및 안보망 증
진(Promoting a Networked Reg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서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
어질 것이며, 통합군(Joint Forces)의 준비태세 강화, 전투부대 전진배
치,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공군 및 해군 항공대 준비태세 강화, 그리
고 일본 및 호주와 함께 미사일방어체제 강화 등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히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상군은 다영역기동부대(Multi-Domain
Task Force) 강화 및 전진배치 그리고 무인전투차량 및 장거리대함미
사일 도입을 통해, 해군은 전략잠수함(SSBN) 건조, 구축함 10척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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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해상발사 전술미사일(Tomahawks) 증강 등을 통해, 공군
은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110대와 공대공미사일 400기 구입 등을 통해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는 기존의 동맹국(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
국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파트너 국가들(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
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 부상하는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피
지, 통가 등에는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역 연계 강화는 역내 다자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3국 협력(한·
미·일, 미·일·인, 미·일·호)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
세안지역포럼(ARF) 등과 같은 다자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임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하여, 상호존중(mutual respect), 책임성(responsi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할 것이지만,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
다. 미국이 제시한 책임분담은 국방비 증액, 파트너십 구축 지원,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지지, 정보공유 등과 같은 상호운용성 강화,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호응 등이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추진체인 Quad에 대
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
다. 미국은 중국을 불신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 추진
원칙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일대일로 정책 추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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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투자유치국과의 불공평한 합의 및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발 내
지는 인도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 즉 반중국 성향의 군사연합체
성격이 강한 Quad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Quad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빠
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의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연합체 내지는 군사동맹 결성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도의 입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할 의
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 참여는 유보하고 있으
며, Quad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연합체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구체화되기 전이지만,
2017년 11월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Quad 국장급 회의에서
인도는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는 공감을 표명했으나, 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중국의 최
근 행위와 관련된 ‘항해 및 비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해양안보’ 등에 대
한 논의 내용은 제외했다.9) 또한 2019년 제4차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에서 Quad 4개국 국방고위관리들이 회의를 가졌다.10) 여기
서도 인도 대표로 참석한 인도해군 참모총장(Sunil Lanba 제독)은
9)

이 회의에서 4개국은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연계 강화, 해양안보, 북한위협, 비확
산, 테러리즘 등 7개 아젠다 설정에 합의했다.
10)
라이시나 대화는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와 유사한 다자회의로, 2016년 인도 주도로 시작되어 매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다자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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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에 군사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1) 결국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Quad가 중국이라는 특
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체로 발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인도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통해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
국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자국을 포함한 대다수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는 행위는 역내
국가들에게 곤혹스러운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 및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인
도는 중국과 국경분쟁 중에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인도를 포위하
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인도는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지역 협력체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2)
요컨대 인도는 장기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와 적극적
Quad 참여는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중국의 보복 및 중국-파키스탄의 급격한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
여 Quad 활성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에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Kushal Sinha, “The ‘QUAD’: A Strategic Liability For India,” February 10,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10022019-the-quad-a-strategicliability-for-india-analysis/.
12)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전략,” 「IFANS FOCUS」, 국립외교원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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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의 외교안보전략과 군사력 평가
1. 외교안보전략
인도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은 전략적 자율성과 상호이익이 되는 국제협
력이라는 원칙하에 글로벌 차원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건설적 개입
을 추구하면서 광범위한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안보도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를 향하는 전통적 위협 중 가장 중
대하고 실질적 위협은 국경분쟁이다. 인도는 독립 이후 줄곧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
히 지전략적 측면에서 인도는 유라시아대륙에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중국을 파키스탄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국경분쟁
과 관련해 ‘중국은 인도에게 저주’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한다.14)
한편 인도는 대리전(proxy war), 인종 갈등, 불법 자금 유입, 기후변
화, 무기거래, 마약거래, 인신매매, 환경재해, 에너지 안보 등을 비전통
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대리전은 잠무(Jammu) 및 카슈미르
(Kashmir) 지역에서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들이 파키스탄
대신 통제선(Line of Control)을 넘어 인도지역에 테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동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 조직범죄 확
산, 모택동 사상을 신봉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사회 불안정 야기, 불
법 이민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비전통 안보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렇듯 인도의 주요 안보위협이 내륙의 국경지대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안보전략은 해양안보전
략(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이
13)

The Indian Ministry of Defence, Annual Report 2018-19, The Government of
India, 2019, pp. 2~6.
14) Tapakshi Magan (2018), p.3.
Ⅲ. 인도의 외교안보전략과 군사력 평가 

17

었다.15) 모디 총리의 인도의 국제적 역할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전략서는 인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인도의 해양기반 핵 억지력 채택
과 항모전단을 기반으로 한 기동기지(a mobile base)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후 발표되는 인도의 모든 안보관련 보고서의
기본지침 또는 기본전략의 역할을 하고 있다.16)
그리고 2017년 모디 정부는 인도군 합동독트린(Joint Doctrine
Indian Armed Forces)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가이익은 물론 국가 안
보 및 군사전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7) 인도는 자국의 전략적 관심
지역을 북쪽의 중앙아시아 전 지역, 서쪽의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으로 말
라카 해협까지, 그리고 인도양 전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의 국가이
익은 주권 및 국가 통합을 수호하고, 인도공화국의 민주적이고 세속적이
며 연방주의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전략적·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목표
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
운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
이다.
인도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목표로 믿을만한 군사적 억지
능력 유지, 국가 영토, 영공, 영해 방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불안정
한 주변국들과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국가 보호, WMD 사용 위협으로
부터 국가 보호, 안보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물자, 기술, 장비 등), 건설

15)

인도의 새로운 해양전략은 2004년과 2009년의 인도해양독트린(Indian Maritime
Doctrine)과 2007년 인도해양군사전략(Freedon to Use the Seas: India’s
Maritime Military Strategy)을 발전시켜 만들어졌다. Indian Navy,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October 2015.
16) Balaji Chandramohan, “India’s Evolving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Force
Posture,” Strategic Analysis Paper,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3 March
2016, p.2.
17)
Headquarters Integrated Defense Staff, “Joint Doctrine Indian Armed Forces,”
Indian Ministry of Defense,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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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여를 통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증진, 이해증진 및 상호신뢰구축 등을
선정했다.18) 요컨대 인도의 국가목표는 포괄적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안정적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19) 첫째, 인도는 국내 안정을 위해 종교적인 또는 이념적인 이유로 자
주 발생하는 북동부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의 준동을 저지하고, 이러한 준
동에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인도
는 주변국들로부터 안보를 확보한다. 인도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을 인
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움직임도 항상
주시하고 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과 네 차례
의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잠무-카슈
미르 지역에서 수많은 교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투기가 출동하는 사건
(Pulwama Incident)까지 발생했다.20) 따라서 양국 간의 전쟁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칫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4년 ‘냉철한 시작(Cold
Start)’이라는 이름의 제한적 전쟁독트린을 마련했다. Cold Start는 이
스라엘로부터 배운 전술로 파키스탄과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이 인도의

18)

James R. Holmes, eds. (2009), pp.68-73; Headquarters Integrated Defense
Staff, Joint Doctrine Indian Armed Forces, Ministry of Defense, April 2017,
pp.1~6.
19)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2009: Challenge and Choice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eattle and Washington D.C., 2008), pp. 201-203.
20) 2019년 2월 14일 발생한 이 사건은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다. 유엔이 국제 테러집
단으로 규정한 파키스탄(Balakot)에 근거지를 둔 Jaish-e-Muhammad가 Pulwama에
테러공격을 감행해 인도 경찰 6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인도는 보복공격으로
12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근거지에 공습을 단행해 200~3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CRS, “India, Pakistan, and the Pulwama Crisis,” CRS INSIGHT, Feb. 26, 2019,
p.3; 「조선일보」, 2019. 2. 18; 「서울경제」,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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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침범하면, 수 시간 내에 특수부대(Strike Corps)를 전개해 파키
스탄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즉 신속하게 파키스탄으로 특수부대를 침투
시켜 중요 지점(핵무기 저장고 등)을 고립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점령한
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1) 이 독트린은 파키스탄의 도발을 절대 용
납하지 않겠다는 인도의 확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먼저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 또한 억
제가 실패하여 분쟁(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
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인도의 해양전략에서도 Cold Start와 유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23)
셋째, 인도는 해양수송로인 페르시아 만과 인도양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 및 중동과 아시아 간의 교역
로(commercial route)이자 에너지 생명선(energy lifeline)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양의 제해권 확보를 위해 인도는 9개 주요 관문(choke
points) -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엘만데브 해협, 모잠비크 수로,
희망봉, 말라카 해협, 순다(Sunda) 해협, 롬복(Lombok) 해협, 그리고
옴바이(Ombai)와 웨타(Wetar) 해협- 등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안다만 제도(Andaman Islands)와 니코바
르 제도(Nicobar Islands)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함대
가 인도양에서 활동(작전)하는 것을 저지하는 자국 전략함대의 작전구역
21)

“India-Pakistan Conflict,”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
r/indo-pak.htm.(검색일: 2010. 5. 4); Walter C Ladwig III, “A Cold Start for Hot
Wa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 (2007/ 2008), p. 158.
22) 실질적으로 Cold Start 독트린은 소규모 부대로 3~4일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며,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 교전에 적
용된다. Masood Ur Rehman Khattak, Muhammad Khan, and Ghulam Qumber,
“Evolution of New Indian Military Strategy: Implications for Pakistan,”
Margalla Papers Issue-I, 2019, in https://www.researchgate.net.
23)
1999년 카길 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인도는 핵무기 개발 이후 제한전 또는 Cold Start가
군사독트린의 주요 내용이다. Ladhu Choudhary, “SAV Review: What Drives
Doctrinal Change in the Indian Army?” National Security, March 8, 201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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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인도 서남쪽에 위치한 락샤드위프
(Lakshadweep) 제도도 전진기지화하고, 인도 중서부 해안에 위치한
인도 최대 해군기지 카르와르(Karwar)에 항공모함(Vikramaditya)과
30척 이상의 지원함을 배치하여 인도양 통제는 물론 파키스탄의 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거점 해군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해군은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억
제력 유지, 준비태세 및 합동성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
적 해양안보 환경 조성, 주변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안 경계 강화, 그
리고 해양영역경계, 네트워크중심작전(network centric operations)
군사력 전개 및 보호, 보급,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해군력 증강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보유 전함을 140척에서 200척으로 증강하고,
궁극적으로 2027년 인도는 3개의 항모전단을 구축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물론 3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때까지 기존의 해군력을 두 제도에
배치하여 군사력 투사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는 항모전단
운용이 자국의 원정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가(major power)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24) 한편 선제공격보다는 핵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 차원의 공
격 때 사용한다는 핵억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잠수함 개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25)
최근 모디 총리는 국가안보보좌관(NSA, National Security Advisor)
산하에 국방정책위원회(DPC, Defense Policy Committee)를 신설하
여 인도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국방정책을 수립
하고, 필수 무기체계 선별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있
다. 즉 이 위원회를 통해 인도는 장기적인 국방계획과 무기획득 계획을
24)
25)

Indian Navy (October 2015), p. 5.
Headquarters Integrated Defense Staff(April 2017), pp.1~6; Indian Navy
(October 201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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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국방 R&D와 인도산 무기생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무
기체계 완성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26)
결론적으로 인도의 안보정책은 국내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정책에서도 인도는 ‘자국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
도양의 안보 확보를 위해 제해권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에도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정의로운 패권국임을 자부하면서, 급속히 발
전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의 외교안보정책 수립과 실행을 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안보
환경 안정을 위해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군현대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2. 인도의 군사력 평가
이번 절에서는 인도의 군사력을 분석하고(표1), 중국 및 파키스탄의 경
제력 및 군사력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2, 표3). 인도는 핵보유 국가이
며, 양적으로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인도는 130~1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인 124개
의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27)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발사탄
도미사일은 아그니(Agni)라는 이름으로 6가지가 개발 또는 개발중에 있
으며,28) 다탄두탄(MRIVs,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26)

Laxman Kumar Behera, “Defence Agenda for Modi Government 2.0,” IDSA
Policy Brief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 Analysis, June 06, 2019), p. 1.
27)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IPRI
Yearbook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267~272.
28) Agni-I의 사거리는 700km이며 2007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발전했다.
Agni-II는 사거리 1,000km로 2톤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10기 미만의 Agni-II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gni-III는 사거
리 3,200km이며, 역시 10기 미만의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Agni-IV는 사거리가
3,500km 이상으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Agni-IV는 실험에는
성공하였으나 아직 실전에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Agni-V의 사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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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s)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사거리 700km인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을 최대 12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SSBN) 아리한
트(Arihant)와 아리드한만(Adrihanman) 2척을 운용하고 있으며,29)
2020년과 2022년 두 척의 SSBN을 진수시키려한다. 인도의 국방연구개발
기구(DRDO,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는 사거리 3,500km SLBM 개발에 성공했고, 사거리 5,000km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DRDO는 지상, 해상, 공중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700km 이상의 니르브헤이(Nirbhay)라는 이름의
순항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핵무기와 12기의 군사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전략군을
운용하고 있다. <표 1>에서 전략군의 수가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핵미사
일은 육군 관할로 되어 있고, 전략잠수함은 해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는 상당한 재래식 전력
도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정규군 외에 2백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도 보유
하고 있으며, 전차를 비롯한 각종 전투장비를 갖추고 있다.
인도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 1척을 비롯해 약 200척의 함정을 보유하
고 있다. 이중 구축함 14척은 함대함 및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지켜야 할 바다가 넓어 인도는 해군항공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30대의
대잠헬기를 통해 중국 잠수함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표1에는 없으나,
인도는 12,600명으로 구성된 해안경비대를 운용하고 있다. 해안경비대
는 연안전투함 115척, 수륙양용함(정) 18척, 수송헬기 21대를 보유하고
있다.

5,000km를 넘고,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차례의 실험에서 성
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29)
그러나 2019 Military Balance는 인도는 1척의 SSBN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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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도 군사력
구 분
비 고
전략군
n.a.
병
육군
1,237,000
해군
67,700 해군항공대 7,000명, 해병대 1,200명 포함
공군
127,200
력
계
1,444,500 paramilitary 1,585,950
핵탄두
130~140
ICBM
- Agni V 실험중, Agni VI 개발중.
전
IRBM
- Agni III 실전배치, Agni IV 실험중
략 MRBM
약 12 Agni II
군 SRBM
약 42 12 Agni II, 30 SS-250, SS-350
ALCM (실험중)
Nirbhay. Air-Launched Cruise Missile
전차
+3,565 T-72M1, T-90S
장갑차(APC, IFV)
+3,436 BMP-1(700), BMP-2(1,800)
+9,684
야포
육
192 Multiple Rocket Launcher
다련장포(MRL)
유도무기(GLCM)
15 PJ-10 Brahmos
군
헬기
+275 다목적 헬기(MRH)
공중방어 (SAM)
+680 + 2,395 GUNS
무인기
25 중형 무인기(UAV)
주
잠수함
16 1 SSBN, 1 SSN, 14 SSK.
항공모함
1 CV
14 9 DDGHM, 5 DDGM*
요 해 구축함
프리깃함
13 10 FFGHM, 3 FFH**
연안전투함
106
Patrol and Coastal Combatant
전 군
소해함
1
수륙양용 상륙함(정)
21 1 LPD, 8 LS, 12 LC
력
지원함
40
전투기
45 45 MIG-29K 등.
해
대잠기
13 Anti-Submarine Warfare.
항공기
군
수송기
37 + 훈련기 29대
항
헬기
108 30 ASW, 58 MRH, 11 TPT, 9 AEW
공 무인기
10
대 공대지 미사일
n.a. Air-Launched Missiles
전투기/지상공격기
711 169 MIG-29, 50 Mirage 2000, 242 Su-30
감시통제기
7 3 ISR, 4 AEW&C
242 + 공중급유기 6대.
공 수송기
훈련기
311
무인기
9 9 Heron, some MkII
군 헬기
410 19 ATK, 390 MRH,
지대공미사일(SAM)
n.a. Akash(중거리), Pechora(단거리)
공대공(지, 함)미사일
n.a. 공대지핵미사일(ALCM) Nirbhay 개발중
출처: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IPRI
Yearbook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267~27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Routled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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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1,500억 루피(약 2조5800억원)의 예
산을 투입해 미사일 구축함 6척, 고속순시함 8척, 공기부양정 12척, 탄
약운반선 8척 등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중국 잠수함 침투
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잠수함 6척 건조에 착수했고, 2027년까지 군함
140척에서 200척으로, 2022년까지 연안경비함정도 35척에서 200척
으로 증강할 예정이다.30)
인도 공군은 총 814대의 전투가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4세
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국의 F-16 수준의 기종으로 알려진 Mig-29가 169
대, Mirage 2000이 50대이며, 이보다 성능이 약간 뒤지는 Su-30은 242대
등 총 461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도 공군은 약 25개의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45~55 전투기
편대를 유지해야 한다.31) 따라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2019년 개량형
Mig-29 21대 및 다목적 헬기 111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32)
이렇듯 인도는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현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 경제
가 급성장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국방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
다.33) 게다가 2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유지하다보니 인건비 및 퇴역 군인
들의 연금지급으로 인해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노후 장비들을 첨단 장비로 교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뉴시스」, 2019. 7. 15.
Subhash Kapila, Indian Air Force Strike Power Needs Critical Augmentation,
April 20,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20042019-indian-air–
force–strike-power–needs–critical-augmentation-oped/.
32) 「연합뉴스」, 2019. 2. 13.
33) 한편 인도가 추구하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400~50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 액수는 인도의 국방예산과 거의 같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따라
서 Quad에 적극 참여보다는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Kushal Sinha, “The ‘QUAD’: A Strategic Liability For India,” February 10,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10022019-the-quad-a-strategicliability-for-india-analysis/.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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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34) 게다가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방어체계 S-400을 도입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35)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최근 S-400을
도입한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전력 비교
인도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대치상태에
있는 중국 및 파키스탄의 경제력과 군사력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표2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주인도의 GDP는 2.69조 달러로 중국의
GDP(13.5조 달러)의 20%에 불과하며, 인도의 국방예산(579억 달러)
도 중국 국방예산(1,680억 달러)의 34%에 불과하다. 한편 인도의 GDP
는 파키스탄의 GDP(0.31조 달러)의 8.7배이며, 국방예산은 파키스탄
국방예산의 5.2배이다. 결국 국방예산을 월등히 많이 지출하는 중국의
군사력과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인도와의 군사력 격차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군사력과
파키스탄의 군사력 격차도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GDP, 국방예산 비교 ($, 2018년 기준)
구분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인구(명)

12.97억

13.93억

2.08억

GDP

2.69조

13.5조

0.31조

1인당 GDP

2,016

9,633

1,527

국방예산

579억

1,680억

112억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19).

Ladhu Choudhary, “SAV Review: What Drives Doctrinal Change in the Indian
Army?” National Security, March 8, 2019, p.7.
35)
「연합뉴스」, 2019년 1월 3일. 인도는 2018년 10월 러시아와 54.3억 달러(6조1천억
원)에 S-400 도입계약을 맺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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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국 군사력 비교

병
력

전
략
군

육
군
주
요
전
력

해
군

공
군

구분
전략군
육군
해군
공군
계
paramilitary
핵탄두
ICBM
IRBM
MRBM
SRBM
GLCM
전차
장갑차(APC, IFV)
야포
다련장포(MRL)
유도무기(GLCM)
수송기(TPT)
연습기(TRG)
헬기
무인기
SAM
공중
GUNS
방어
항공모함
구축함
프리깃함
연안전투함
소해함
수륙양용
+상륙함(정)
지원함
잠수함
전투기(FTR, FGA, ATK)
폭격기(BBR)
감시통제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훈련기
무인기
헬기
지대공미사일(SAM)
공대공(지, 함)미사일

인도
n.a.
1,237,000
58,350
127,200
1,385,550
1,585,950
130~140
실험중
약 12
약 42
실험중
+3,565
+3,436
+9,684
192
15

+275
25
+680
+2,395
1
14
13
106
1
21
40
1 SSBN, 16
711
7
6
242
311
9
410
some
some

중국
+120,000
975,000
250,000
395,000
2,035,000
660,000
280
70
약 30
약 158
189
약 54
5,800
8,950
+8,954
+1,550

파키스탄
12,000~15,000
560,000
23,800
70,000
653,800
282,000
140~150

약 30
약 30
실험중
+2,496
1,605
+4,472
+88

9
14
87
+1,003
+243
some
some
+422
보유
+7,396
1,933
1
27
59
9
약 205
17
42
3
121
8
145
8
4 SSBN, 59 5 SSK, 3 SSI. 8
+1,600
377
172
87
9
13
4
+335
35
+1,004
142
+19
some
+53
23
+754
+190
보유
some

출처: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IPRI
Yearbook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267~27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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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3국의 군사력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되
었다. 우선 중국과 인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핵탄두 수는 중국이 2배로 많으며, 인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국 영토
어디에서나 인도를 타격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인도의
미사일은 50여기에 불과하다. 특히 군사위성 103기를 운영하고 있는 중
국은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훨씬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어 군사적 대응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중국은 인도를 압도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 필
요 없을 정도이다. 육군의 경우, 인도 육군이 야포와 지대공미사일 분야
에서만 우세를 보일뿐 다른 분야에서는 열세에 있다. 공군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인도 공군은 중국 공군에 비해 수적·질적으로 열세에 있다. 중국
공군은 2,413대의 전투가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세대 전
투기(J-10, J-11, Su-27, 30)가 750여대, 4.5세대 전투기(J-16,
Su-35)가 84대, 그리고 5세대 전투기(J-20)가 12대 이상이다. 반면 인
도 공군은 814대의 전투가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세대 전
투기(Mig-27, 29, Mirage 계열, Su-30)는 450여대이며, 5세대 전투기
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36)
해군력에 있어서도 인도가 열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공간인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을 비교해 할 때 중국이 인도를
압도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
다. 중국은 아직 멀리 인도양에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해군력 투사에 필수적인 항공모

36)

미국의 F-16, F/A 18, 러시아(소련)의 Mig-27, 29, Su-27, 30, 중국의 J-10, J-11,
J-16 그리고 Mirage 계열 전투기 등이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참고로 중국의 J-16
은 미국 F-15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5세대 전투기인 J-20은 미
국의 F-35, 22와 비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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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1척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 대수를 4척으로 늘인다 해
도 해외기지 부족으로 장기 작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보급 및 수리, 장병 휴식을 위한 많
은 해외기지를 확보하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까운 장래에 확
보되지 않을 것이다. 즉 오늘날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도양 공략에 나서고
는 있으나, 필요한 만큼의 해외기지를 확보하여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인도를 포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
가 당장에 안보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 자본으로 개발중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스리랑카 함반토다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과 미얀마의 시
트웨항 등을 중국 해군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도는 자발적으로 인
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양국은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인도가 월등히 앞서 있다. 특
히 해군력과 공군력에 있어 인도가 크게 앞서고 있다. 인도의 수상함 수는
파키스탄에 비해 두 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이
보유하지 않은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전
력도 인도는 수적 우세와 함께 질적 우위도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해군
은 공격잠수함(SSK) 5척 정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인도 해군은 전략
잠수함 1척을 비롯해 전술핵잠수함(SSN) 1척과 공격잠수함도 16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해군항공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장비 면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도하고 있다.37) 한편
인도 공군은 814대의 전투가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37)

인도 해군 항공대는 전투기 45대, 대잠기 13대, 수송기 37대, 헬기 125대, 무인기 10대
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파키스탄도 해군항공대
를 운용하고 있다. 전투 가능한 항공기 8대와 대잠항공기와 헬기 각 8대, 수송헬기 6대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발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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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대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
로, 인도는 450여대(Mig-27, 29, Mirage 계열, Su-30), 파키스탄은 76
대(F-16)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파키스탄이 열세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군사력은 자국을 지키는 정도이며, 해외 원정에 나
서기는 역부족이다. 즉 인도는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도가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의 기지를 강화하여 말라카 해
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침투하는 중국 해군을 저지하는 역할 정도를 수행
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소극적 참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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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의 대중관계 및 대미관계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와 관련해 인도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 분석은
필수적이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더욱 적대관계로 변할수록,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증진되면 될수록 인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1. 인도-중국 관계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양국은 여러 곳에서 국경분
쟁 중에 있다. 중국은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
(Arunachal Pradesh)38)과 잠무와 카슈미르주, 그리고 우타라칸드
(Uttarakhand)와 히마찰(Himachal)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한편
인도는 중국 영토인 악사이친(Aksai Chin)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다. 1962년 인도와 중국은 양국은 국경문제로 짧지만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을 겪었다.
정확히 영토분쟁이라 할 수는 없지만, 2017년 인도, 중국, 부탄 3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부탄 영토 도클람(Doklam)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두 달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49년 인도와 부탄이 체결한 친
선협정(Treaty of Friendship, 2007년에 협정 연장)에 의해 인도는 부
탄의 영토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부탄은 인도가 부탄의 외교정책을 통제
할 수 있는 반면 인도는 외부 위협으로 부탄을 보호해야 한다. 2007년
협정에도 이 지역이 상대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용도
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게다가 도클람은 인도와 부탄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인도가 이 지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38)

중국은 이 지역을 남티베트(South Tibet)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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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런데 중국은 이 지역에 도로포장공사를 추진했고, 인도는 과거
중국이 베트남과 미얀마와의 영토분쟁에서 사용한 ‘건설하고 소유한다
(built-in-and-own-it)는 전략을 도클람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39)
하지만 2017년 6월 9일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해협력기구(SCO)
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이어 동년 8월 28일 72일 간의 대치를 끝낸
도클람(Doklam)지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시
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간의 국방/안보대화(India-China
Defense and Security Dialogue)가 개최하면서 양국 관계는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다.40)
둘째, 중국과 파키스탄의 연대 강화가 인도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파키스탄에 첨단무기와 핵기술을 제공했고, 경제지원
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
일환으로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해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개발하고 있으
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구상을 통해 에너지, 통상, 사회기반시설을 발전시켜 중국의 신
장 지역과 파키스탄의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려 한다. 인도는 과다르항이
중국 해군기지화 될 것을 우려하고, CPEC구상이 영토분쟁 지역을 통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셋째, 인도와 중국 간에는 많은 정치적 갈등도 존재한다. 인도는 중국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에 60년 이상 은
신처(Dharasala)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게다가 모디 총리는 2014년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인 롭상 상가이
(Lobsang Sangay)를 취임식에 초대했으며, 2017년에는 달라이 라마
Jonah Blank, “What Were China’s Objectives in the Doklam Dispute,” Foreign
Affairs, September 7, 2017.
40) The (Indian) Ministry of Defence (2019), p. 2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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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루나찰 지역에 있는 티베트 공동체
방문을 허락했다.41) 반면 중국은 사사건건 인도의 국제사회 진출을 저지
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y Group) 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파키
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인도에 대한 테러를 일삼는 Masood Azhar과
Jaish-e-Mohammed의 유엔 차원의 국제테러단체 지정도 반대하고
있다.42)
그러나 양국의 경제관계는 ‘Closer Developmental Partnership’
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중요 무역
파트너이다. Global Trade Atlas 자료에 의하면,43) 중국은 미국, 아랍
에미레이트, 홍콩에 이어 인도의 제4위 수출국이고, 제1위 수입국이다.
인도의 2017년 대중국 수출액은 약 127억 달러(전체 수입의 4.24%)로
미국의 461억 달러(15.38%)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3위 수출국인 홍
콩으로의 수출액 152억 달러를 합하면 279억 달러(9.30)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 수입 측면에서, 인도는 2017년 중국으로부터 721억 달
러 어치(16.02%)를 수입했고, 2위인 미국으로부터는 248억 달러
(5,52%)를 수입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많은 투자를 통해 인도에 기술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 발전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도는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영토분쟁 진전, 중국과 파키스탄의 안보협
력 수준,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정도, 티베트 망명정부 문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회원이 됨에 따
41)

Jonah Blank (2017).
Abhijnan Rej and Shashank Joshi, “Ondia’s Joint Donctrine: A Lost Oppertunity,”
ORF Occasional Paper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anuary 2018).
43)
제약글로벌진흥지원, “인도 수출입 현황,” in https://www.khidi.or.kr. (검색일,
2019. 08, 02)
42)

Ⅳ. 인도의 대중관계 및 대미관계 

33

라 양국 문제가 다자적 해결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중
국‧파키스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중국 일대일로 정책이 탄력을 받
고, 티베트 망명정부 문제가 양국 간의 쟁점으로 등장하면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인도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도-미국 관계
인도를 향한 미국의 러브콜은 매우 강력하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인도
가 안보 제공 국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기에,44) 인도를 국제안보의
지지대(an anchor of global security) 또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
에 있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동 여러 국가에 군사기지를
가지고는 있고,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정보기지를 운용하고 있으
나, 인도양에 확실한 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점 확보 차원에
서 인도가 필요하다.
인도와 미국은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ship)관계를 맺은 이후 많은 협정을 통해 협력관계
를 증진시키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과 인도는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9년에는 양자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 미국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와 민간핵협력 협정(India-United States Civil Nuclear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인도를 미국의 확실한 우군으로 데려오는 결정
적 계기를 마련했다.
44)

Arzan Tarapore, “India’s Slow Emergence as a Regional Actor,” Washington

Quarterly, Summer 2017 참조.

34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

2012년에는 인도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무기의 자국생산을
추구하는 ‘make in India’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첨
단무기 도입, 공동개발, 공동 생산을 가능케 하는 ‘국방기술 및 무역 구상
(Defense Technology and Trade Initiative)’에 합의했다.45) 미국과
협력하여 F-16을 인도에서 생산하게 되었다.46) 한편 미국에게 인도는 지
난 10년 동안 18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다.
2015년 양자 전략대화를 전략통상대화(Strategic and Commercial
Dialogue)로 격상시켰고, 양국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을 위한 합동전략비전(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이 발표되었다. 이
후 2016년 물류교환양해각서(Logistical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여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은
2017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인
도를 주요 안보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 국가로 지정하고 동맹
국에 준하는 국가로 명시했다. 2018년 인도는 미국산 전략무기의 대량
구매, 양국 해군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통신
호환성 및 안보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체결, 말라바르 공동 해상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과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47)
그럼에도 미국과 인도 관계가 동맹 수준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에 대한
45)

The (Indian) Ministry of Defence (2019). p.6.
Christine Fair and Dan Shalmon, “The Upside of the Lockheed Martin Deal to
Produce F-16s in India,” Foreign Affairs, November 1, 2016.
47) Sujan R. Chinoy, “Indo-US Defence Partnership: Future Prospects,” June 28,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28062019-indo-us-defence-partn
ership-future-prospects-analysis/; Richard M. Rossow, “Reshaping India-Un
ited States Defense Cooperation In Indo-Pacific,” CSIS Commentary August
23, 20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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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정책에서의 차이가 협력에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48)
일단 트럼프 정부는 무장 민병대를 제어하지 못한 파키스탄에 대한 지
원을 거의 중단함에 따라 인도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
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과 인
도의 밀착관계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인도 원유 및 가
스의 주요 수입국이고,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해 이란 차바하르
(Chabahar)의 항구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인도에게 이란은 상품 수출보
다는 원유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전체 원유수입의 80% 이상(약 90
억 달러)을 수입하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
다.49) 이란산 원유는 저렴하지만, 미국은 충분한 원유를 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레이트, 미국이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고, 인도는 루피 메카
니즘(루피 정산을 통해)을 이용해 최소한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의 결정은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50) 한편 인도는
이란 차바하르 항 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 계획
에 인도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에게도 열어 논 상태이기
에 더 이상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51) 결정적으로 인도
는 이란의 핵개발과 테러단체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 이란
48)

Cara Abercrombie, “Realizing the Potential Mature Defense Cooperation and
the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Asia Policy, Vol. 14, No. 1 (January,
2019), p.121.
49) Muddassir Quamar, “Rising US-Iran Hostilities and Challenges for India,” DSA
Issue Brief in https://idsa.in/issuebrief . May 24, 2019.
50) Seema Sirohi, “India’s Options As US Announces End Of Iran Waiver,” April
29,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29042019-indias-options-as-u
s-announces-end-of-iran-waiver-analysis/.
51)
Harsh V. Pant, “India-Iran Cooperation at Chabahar Port,” CSIS BRIEF (SCIS,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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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인도와 미국의 협력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와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는 인도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약
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도와 러시아(소련)와의 관계는 인도의 독립부
터 냉전시대 내내 깊은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어
졌다.52) 냉전종식 이후에도 양국은 상대국의 국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질서가 한 국
가(미국 또는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를 선호한다. 특히 2005년 12월 인도와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10년 3월
12일 싱 총리와 푸틴 총리 회담에서 인도의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 러시
아의 항공모함 판매 등 19개 협정에 서명했다.53) 최근 인도는 러시아로
부터 핵추진잠수함을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년까지
양자간 무역 총액을 300억 달러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54) 결
론적으로 인도는 유일하게 러시아와 국방장관회담을 매년 실시하고 있
52)

특히 네루를 포함한 인도 지도자들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
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에 비해 소련은 영토적 야심이 없기에 식민세력(colonial
power)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1947년 제1차 카슈미르 전쟁 이후 미국(영국)의 관심에
서 배제된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군비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영국)이 파키
스탄과의 군사적 동맹을 구축하자 인도(네루)는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중국 및 소
련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
를 저지하기 위해 인도의 비동맹정책을 지지하면서 인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1955년 양국 정상의 교차방문이 이루어졌다. 인도는 소련의 헝가리 침공(1956), 체코
침공(1958)에도 침묵하면서 소련의 입장을 옹호했었다. Allister Maunk, “History of
Indo-Soviet Military Cooperation,” Global Challenges Research(2005. 4. 26),
www.axisglobe.com/article.asp?article=52 (검색일: 2010. 4. 13); S. Paul Kapur
and Sumit Ganguly, “The Transformation of U.S.-India Relations,” Asian
Survey Vol. XLVII, No. 4 (July/August 2007).
53) 「국방일보」, 2010년 3월 23일.
54) Indrani Talukdar, An Overview Of India-Russia Strategic Partnership In A
Shifting World Order, March 11, 2019, in https://www.eurasiareview.com/
11032019-an-overview-of-india
–
russia-strategic-partnership-in-a-shifting-world-order-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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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으로 보아 인도와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의 러시아 S-400 도입이 인도와
미국 관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첨단무기 수출과
공동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도는 더욱 소극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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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집권한 싱(Singh) 총리는 인도는 지역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했고,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인도가 국제사
회에서 지도적 역할(leading role)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55)
그럼에도 연구 결과, 인도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소극적 참
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인도는 국경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내
에서 일고 있는 분열과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도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야망은 있으나, 인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직 남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도 해군력이 국제사회 안전에 공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인도는 3개의 항공모함 전대 구성을 목표로 항
공모함 및 지원함(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나서고 있으나, 이 전대들이
인도 해역을 벗어나 군사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보급문
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에
해군력을 집중시켜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중국 함대
를 저지하는 것이 인도 해군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최선의 방안
일 것이다.
둘째, 2002년 인도와 미국이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인
도는 미국과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55)

David Brewster, “India’s expanding security sphere,” 26 March 2018, in
https:// www.policyforum.net/indias-expanding-security-sphe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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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으로 F-16 전투기를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
도의 러시아와 관계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
다. 특히 인도가 원하는 방위산업 기술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상호운용성에 있어 러시아산 무기로 무장한 인도군과의 미
국군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인도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체인 Quad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한 군사적 협력체로 발전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물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정책도 반대하고 있다. 인도가 외교안보정책 노선을 비동
맹정책에서 다층협력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자국의 전략
적 자율성 확보를 중시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위협이 급박하고 실질적 위협으로 인도에게 다가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해군력이 인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해군이 4개의 항공모함 전
단을 보유한다 해도 원활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해외기지가 지부티기지
하나여서 인도양에서 활발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56)
한편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 관련 인도의 고민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와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독립되었고,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에 직
면해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각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과 인도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
다고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패권 추구가 노골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북
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 군사력의 분산을 막는 차원에
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미
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을 위한 Quad)에 동맹국인 점을 감안해
56)

Zack Cooper, “Security Implications of Chinese Military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CSIS BRIEFINFG (CSIS,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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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행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되,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기보다는
Quad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안보)협
력체제, 가칭 ‘인도-태평양 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Indo-Pacific Region)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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