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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력의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작전국과 정치작전학원의 무형전력 편제와
교육 방향을 중심으로*
조 우 찬** 1)
❖요 약❖
대만 군대는 정치작전국과 정치작전학원에
서 정신적 무장력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전
담해 왔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중국 공산
당과의 체제 대결에서 이념적 우위를 점하려는
신념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화
교육은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주하고 냉전체제
가 형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제정세의 변
화, 대만의 민주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
상의 양상은 양안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 개선의 해빙에 따른 교류협력의 증
대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틀은
여전히 견고하며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
제 구축이라는 대명제는 전과 다름없이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평
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대만 군대의 정신
교육은 과거와 같이 이념교육에만 치중하기보
다는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양안관계,
민주주의, 민군관계, AI, 빅데이터 등 실용적
인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대만 국방력, 무형전력, 정치작전국, 정치작전학원, 정신적 무장력

Ⅰ.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 군대의 정신적 무장력 확립의 기틀을 이루는 군대 조직의
특징과 함께 시대정신을 반영한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
력은 소위 삼통(通商-通航-通郵)이라고 하는 무역, 방문 및 관광, 통신과 우편 등에서
큰 진전을 보았다. 이와 별개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1국 양제를
통한 중국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DOI: 10.35390/sejong.26.1.202002.005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 통일부 위촉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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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은 중국이
가할 수도 있는 무력 공격에 대해서 꾸준히 대비해 왔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은 건국이념을 유지하고 대만 체제의 수호에
있다. 대만 군대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발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군사
적 국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의 무력 행사와 무력 침공에 대비한
군사적 방어에 집중해 왔다. 한편, 대만의 민주화 진전 이후 대만 군대의 정치교육,
이른바 정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화교육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교육 내용에는 실용적인 실무 교과목들도 편성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87년 11월에 대륙의 친척 방문을 허용하였다. 이후 대만의 대중국
정책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당 장징궈 총통 사후에는 양안관계가 국제정세
의 영향과 대만의 정책적 변화에 힘입어 대만의 대중국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장징궈 총통의 후계자인 리덩후이(李登輝) 총통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통한 본토회복 정책을 수정하면서 적대적 상태에 있던 양안관계의
전환을 위한 유화정책을 펴나갔다(최강호 2008, 205-251). 총통 직속의 국가통일위
원회가 설립된데 이어 대만과 중국은 교류협력을 전개할 목적으로 각각 해협기류교금
회(해기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를 설립하였다(김옥준 2011, 228).
한편, 대만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고 독자성을 강조하는 민진당 출신인 천수
이볜(陳水扁)이 2000년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었다.(謝瑜君 2012, p. 25).1) 한편,
2004년에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는 천수이볜에 맞서 국민당의 롄잔(連戰)과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가 각각 총통 후보와 부총통 후보로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다.
롄잔과 쑹추위는 49.89%를 득표하였고 50.11%를 득표한 천수이볜이 총통 재선에
성공하였다(謝瑜君 2012, p. 48.).
2008년 선거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전 타이베이(臺北) 시장이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6년 선거에서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홍콩 시위의 여파는 대만 유권자

1) 2000년의 총통 선거는 민진당의 천수이볜 후보가 39.30%로 1위를 차지하여 총통으로 당선되었
다. 국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쑹추위(宋楚瑜) 후보가 36.84%로 2위였고 3위는 국민
당의 롄잔(連戰) 후보로 23.10%를 득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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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중국의 압박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확산시켰다. 한동안 경제문제로 인해서
지지도가 야당 후보보다 낮았던 차이잉원 총통이 반중 정서 속에서 지지율을 회복하면
서 재선에 성공하였다.2)
대만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중국에 대한 외성인과 본성인의 분명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대 이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다(지은주 2012, 360-364). 점차 대만의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천수이볜 총통
시기에 고유한 대만의 정체성이 크게 부각되었다(허석제·김지용 2014, 179-180).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대만의 정치적인 발전을 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정신적 무장력 확립의 중추적
조직인 국방부 정치작전국과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의 편제와 교육 목표, 교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대만 군대의 정신적 무장력 확립과 관련된
두 기관의 교육 목표와 방향성이 민주주의의 성장, 국제 정세의 변화와 양안관계,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국방부의 정치작전국과 국방대학 산하 정치작전학원이
전담하고 있다. 대만 정치작전국과 정치작전학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대만이 단교 이후의 관계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데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하여
대만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으나 양국 간의 교류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교류협력도 과거에 비해서 대폭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의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활발하지 못하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냉전시기처럼 반공이라는 공통점을 통한 우호적 관계가 해소된
데다가 대만 군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지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곽용수(2013)는 대만의 국방운영과 군 개혁정책을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대만 군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위 두 기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있다. 그러나 두 기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차이잉원 후보가 57.1%,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후보가 38.61%, 친민당 쑹추위 후보가 4.25%를
득표하였다. 『연합뉴스』 2020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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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 관련 논문, 단행본, 신문, 정기간행
물,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
국방부 정치작전국 및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 등의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 두 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의 연원과 특징
1. 정신교육의 연원과 한국 군대와의 관계
1920년대에 중국 국민당의 쑨원(孫文)은 유력 군벌들의 할거 속에서 혁명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4년에 장제스가 교장으로 취임한 황푸(黃埔)군관학교
의 개교와 함께 정치군관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학교의 정치훈련반은 나중에 정치훈
련부로 확대되었다. 대만 군대의 모체인 국민당 정부군은 1920년대 전반기에 군사력
의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소련의 지원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방식이 확립되었다. 당시 국민당은 군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장교를 두게 되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장교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은 군대의 정신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군기감찰, 보안,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946년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는 국방부로 개편되었고 정치훈련부는 감찰 기능을
포함한 국방부 정공국으로 바뀌었다가 얼마 후에는 총정치작전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몇 차례 조직 개편에 이어 2013년에 현재와 같은 국방부 정치작전국으로 개칭하
였다. 국방부 정치작전국은 여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온 주요 조직으로, 정치작전뿐
만 아니라 장병의 권익과 문화 행사, 민군관계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다.
한편,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과 관련된 조직은 한국군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은 1940년대 후반 한국군의 창설 초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대만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은 1970년대 중반에 한국군의
정신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기관 설립과 큰 관련이 있었다.
한국군이 창설될 당시에 당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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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을 국방부 내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이범석 국방
장관은 군 조직에 정치국이 설치된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시도에 대해서 미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반대하였다. 결국, 국방부장관 휘하에 정치장교 제도와 유사하게 정치훈련을 담당하는
국방부 정훈국(政訓局)이 설치되었으나 대만과 같은 정치국의 조직 구성은 무산되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공산국가의 군대 조직에 흔히 존재하는 정치군관제도를 운영
하기 위한 정치국 설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후, 국방부 산하에 정훈국으
로 설치된 후에 폐지되었다. 이범석 국방장관의 퇴임 이후 국방부의 정훈국과 정보국은
각각 육본 정훈감실과 병무국으로 통합·개편되었다(후지이 다케시 2012, 199-204).
그러나 정치훈련(政治訓練)을 담당하는 정훈(政訓) 병과는 그대로 존속하여 대만처럼
정치장교의 역할이 아닌 신념화 교육을 담당하는 정훈 병과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9년에 정훈 병과의 명칭은 공보정훈(公報正訓)으로 바뀌었다. 한자를 비롯하
여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다.3)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 장군은 소련 군대의 직제를 도입한 중국 국민당 군사
위원회(현재의 대만 국방부)의 정치훈련부(정공부와 총정치작전국을 거쳐 현재의 대
만 국방부 정치작전국)를 모방하여 정치군관제도를 국군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원래 계획과 달리, 국방부 정훈국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어 정치훈련(政治訓
練)이 아니라 정신교육(精神敎育)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대만 군의 정신교육이 한국군에 끼친 두 번째 영향은 베트남의 패망 후에 이루어졌
다.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한국군은 중국과 대치 중에 있는 대만 군대의
정치교육제도를 본 따서 국방정신전력학교4)를 창설하였다. 대만 국방대학 산하 정치
작전학교가 그 모델이었다. 대만의 정치사상교육기관인 정치작전학교는 1970년대
중반 한국군의 초기 정훈 교육기관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 군대에 창설된 정신
교육기관의 모델이 대만의 정치작전학교였다. 이를 모델로 하여 국군정신전력학교가
1977년에 창설되었다. 1990년에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8년에
3) 『연합뉴스』 2019년 6월 25일.
4) 1975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강조한 이후 같은 해 10월, 육본 교육참모
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신전력강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군에서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군대의 정치사상교육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안의 재가(1976. 6. 29)에
이어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었다(197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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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다. 이후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던 정신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국
방정신전력원이 2013년에 설립되었다. 한편, 여군병과와 간호병과에서만 여성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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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되던 1980년대 중반 시기에 국군 정훈병과에 여군정훈(女政 1 4기) 제도가
도입된 것 역시 대만 군대의 여성 정치군관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2.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과 국제정세의 변화
대만은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의 하나였
으나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위상이 추락하였다. 냉전 시기 대만군의
정신교육은 이념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치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대만의 외교적 입지에 타격을 주었다. 냉전 구도 속에서 대만 군의 정신교육은 매우
중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정치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대만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도 양안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
육은 중국 공산당과의 체제 대결에서 이념적 우위를 점하려는 국민당 정부의 목적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신념화 교육은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주하고 냉전체제가 형성되
면서 본격화되었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대만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환경과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정신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은 군대의 정신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작전,
홍보, 정치교육, 군종, 군사기밀, 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국방부의 정치작전국과 국방대학 산하 정치작
전학원이 전담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정치사상교
육을 중시해 온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신전력의 앙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과 함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군사대국화의 양상에 영향을 받아 현재의 대만 군대의 정치

5) 한국군의 정훈병과(현재의 공보정훈)에서 여군정훈(女政)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기수에 걸
쳐 매년 6명을 선발하였다. 1990년에 여군정훈은 여군사관후보생으로 통합되었다. 『국방일보』
201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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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방향은 민주적 군대, 경쟁력이 있는 군대,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중시하는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
후에 구축했던 장제스-장징궈-리덩후이 총통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 선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민진당으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적 도약으로 인해 국방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국력에서 중국과
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만은 양안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협력
이 촉진되어 온 상황에서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첨단무기 도입 등으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중국 역시 상당한 전력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의 영향력을 개발도상
국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18년 이후, 중남미 도미니카가 대만과 단교하였고
2019년 이후 들어서는 태평양 도서국가인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3개국이 대만과
단교 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6) 대만의 현재 수교국은 파라과이, 아이티, 과테말라,
바티칸, 팔라우, 마셜 제도, 투발루, 나우루 등이며 향후 추가적인 단교가 예상되고
있다.7) 남미에서 대만의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는 냉전 시기에 반공을 중시한
우익 독재정권 시기에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8)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Ⅲ. 대만 군대의 정치작전국과 정치작전학원
1. 정신적 무장력 확립을 위한 군 조직의 특징
다음 <그림 1>은 대만의 국방 체계와 아울러 국방부 정치작전국을 비롯한 국방부의
주요 조직을 제시한 것이다.

6) 『국방일보』 2018년 5월 1일.
7) 『국방일보』 2019년 9월 29일.
8) 『경향신문』 201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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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만 국방부의 주요 조직과 정치작전국
총 통
국가안전회의
행정원(장)
국방부(장관)
상무차관

군사정무차관
국방참모본부(장)
육·해·공군 사령부
사령(참모총장)

참모 부서
인사·정보
작전·후근
통신전자·
교육훈련

헌병사령부, 후비사령부,
해군 육전대(해병대 해당),
사이버사령부

정치작전국
(5처 2실)
군비국
주계(會計)국
군의(軍醫)국

정치종합처
(정치작전·기획)
문선정교처
(정치교육·홍보)
군기감찰
처
보안처
군가족지원
군사대변인
실
회계실

출처: 中華民國(臺灣) 國防部 https://www.mnd.gov.tw (검색일: 2019년 10월 12일)를 참조하여
그림으로 구성.

대만은 국방부장관 아래 군사정무차관과 상무차관이 있고 국방참모본부장이 조직
을 총괄하고 있다. 군의 최고위급 장성들은 육·해·공군 사령부의 사령(한국군 참모총
장에 해당)을 비롯하여 헌병사령부, 후비사령부, 해군 육전대, 사이버사령부 등에
지휘관으로 있다. 국방참모본부장 휘하에는 인사, 정보, 작전 등의 참모부서가 설치되
어 있다. 국방부 조직인 정치작전국은 대만 국방부의 주요 핵심부서 가운데 하나로
그 위상이 높다. 정치작전국의 국장은 상장(한국군 대장에 해당, 대만 군대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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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 맡으며 국장 휘하에 3 6명의 장성을 비롯하여 참모급 직위에 200명이 넘는
중교(한국군 중령에 해당)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 군대의 정치사상교육은 체제 우수성, 대만의 발전, 중국의 통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사상교육은 사상교육, 안보교육, 역사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
며 한국의 정훈교육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전반기까지
한국에서 정치교육과 국민정신교육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였다(김종태 198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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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정치교육은 사회질서와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의식적 지지를 형성하
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한승조 1982, 156). 이러한 용어들은 군대와 정치가 관련되
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민주화 이후에는 사라졌다.10)
다음 <표 1>에서 제시된 국방부 정치작전국의 5처 2실의 주요 기능을 보면 정치작
전, 정치교육, 군기감찰, 군사기밀 보호, 군기환경, 군종, 민군관계, 심리홍보, 군유재
산 관리 등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정치작전국 내의 정치종합처와 문선정교처가 담당하고 있다. 정치종합
처는 정치작전정책 기획과 교육훈련, 복리복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문선정교처는 정치
교육, 홍보, 심리전, 군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정치작전국장 휘하의 5처
2실 가운데 5개 처장은 대체로 장성인 소장(한국군 준장에 해당)이 맡고 있다.
<표 1> 대만 국방부 정치작전국의 조직
구 분

부 서

임무와 역할

정치종합처

정치작전정책 기획 및 교육훈련, 복리복무,

문선정교처
(문선대 및 군종 담당)
5처
(처장:
군기감찰처
소장☆)

2실

정치교육, 홍보, 심리홍보전 기획 및 감독, 정신전력 배양
군기환경 및 장병권익 감독

보안처

군사기밀 보호, 안전조사, 보안교육 기획 및 감독

군가족지원처

행정업무 조사 기획

군사대변인실

심리보도, 민군관계 감독

회계실

회계 업무, 군유재산 관리

출처: 中華民國(臺灣) 國防部, https://www.mnd.gov.tw (검색일: 2019년 10월 22일)를 참조하여
표로 구성함.
9)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되던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들어 국민정신교육이라는 명
칭으로 바뀌었다. 정치교육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국민정신교육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
상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적인 인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0) 국민정신교육의 목적은 애국적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1980년대 초에는 문교부(현재의 교
육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국민정신교육 지도자료(1981)』가 각 학교에 배
부되었고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정신교육: 이론과 실제(1985)』와 같은 지침서가 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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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에서 군대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치작전국(舊 총정치작전국)
이다. 정치작전국의 편제는 5처 2실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작전국의 역할과 기능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는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11)
그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0년대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대가 소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당은 각지에 할거한 군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휘하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
인 소련의 군대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군이 활동했던 때는 국민당 정부군이 각지의 군벌은 물론 중국 공산
당과 경쟁하고 제휴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위해서
각급 부대에는 정치군관이 파견되었다.
<표 2>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의 인원 편성
직 책

정원(명)

계 급

국장

1

상장(☆☆☆, 사실상 한국군 대장에 해당),
대만 장성계급은 소장-중장-상장의 3계급임

선임부국장

1

중장(☆☆, 한국군 소장에 해당)

부국장/처장

2/5

부국장: 중장(☆☆)/소장(☆, 한국군 준장에 해당),
처장: 소장(☆)/상교

주임/부주임

2/7~17

참모주임

1

과장

3~5

참모

168~230

상교(한국군 대령에 해당)

상교/중교(한국군 중령에 해당)/부사관

출처: 中華民國(臺灣) 國防部, https://www.mnd.gov.tw (검색일: 2019년 10월 23일)를 참조하여
표로 구성함.

11) 당 중심의 국가에서 군대를 통제하는 경우는 과거 소련을 포함하여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외에도 군국주의를 지향한 여러 체제에서 나타났다. 파시즘, 나치즘,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등도
당에 종속된 군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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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는 대만 국방부의 정치작전국 인원 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국장을 비롯하
여 선임부국장과 처장은 장성급이 맡고 주임, 부주임, 참모주임, 과장은 영관급 장교인
상교(한국군 대령에 해당)가 보임된다. 정치작전국의 실무 간부급인 참모에는 일부
직위에 상교가 임명되고 대부분은 중교(한국군 중령에 해당)가 맡으며 일부는 부사관
중에서도 선발된다.
대만 군대의 각 군사령부와 사단급 부대는 정치작전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대대
및 중대에는 정치작전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권두영 2016, 35; 유명덕 외 2006,
147-148). 정치작전의 수행에는 정치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와 정치작전 활동을 지원
하는 근무지원대로 나뉜다(유명덕 외 2006, 35; 육군본부 2009, 20).
<그림 2> 대만 국방대학의 교육·연구 영역 및 행정지원 조직

국방대학
총장(상장☆☆☆)

생도 교육·연구
(학부 교육·연구 기능)

정치작전학원
원장(소장☆)
관리학원
원장(소장☆)
이공학원
원장(소장☆)
외국어센터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장교 교육·연구
(지휘관·참모 교육·연구 기능)

전쟁학원(war College),
원장(부총장 겸직,
중장☆☆)
육군학원
원장(소장☆)
해군학원
원장(소장☆)
공군학원
원장(소장☆)

행정지원조직

학생지원센터
- 교무부문
- 학무부문
- 총무부문
멀티미디어
제작센터
회계담당(주계조)
건강관리·상담센터

출처: 中華民國(臺灣) 國防部, https://www.mnd.gov.tw (검색일: 2019년 10월 24일)를 참조, 그
림으로 재구성함.

118 국가전략 2020년 제26권 1호

위 <그림 2>는 대만 국방대학 조직과 기능을 제시한 것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외에 별도의 장교 양성기관이 각 영역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방대학은 산하
에 정치작전학원, 관리학원, 이공학원을 교육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장교
를 선발, 육성하고 배출한다. 의학과 치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위생학을 교육하는
국방의학원도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사관학교 및 각 분야별 장교 양성기
관을 통해서 예비 장교의 선발과 육성, 장교 배출을 위한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국방대학의 교육과정은 생도를 대상으로 한 학부 교육과 지휘관 및 참모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교 교육으로 구분된다. 학부 교육에는 정치작전학원, 관리
학원, 이공학원의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과정이 있으며 장교 교육 기관으로는
전쟁학원, 육군학원, 해군학원, 공군학원이있다. 이외에 국방대학의 행정지원조직에
는 학생지원센터(교무부문, 학무부문, 총무부문), 멀티미디어제작센터, 회계담당, 상
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은 학습교육기관인 동시에
정치작전을 담당할 정치장교와 각급 부대에 근무하는 정치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화된 사관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정신교육의 목표와 중점교육 내용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국방부의 정치작전국뿐만 아니라 군 정신교육의 산실이자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작전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작전학원은 국방대학 산하
기관의 하나로 정치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국방부 정치작전국과 아울러 정신
교육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국방대학의 정치작전학원은 군대
의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대만 군의 사기를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징궈 총통이 설립한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舊 정치작전학교)의 고급정치작전연
구반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정치사상투쟁 이론인 6대전(정보전·사상전·모략전·조직
전·군중전·심리전)을 중심으로 교육해 온 이래, 대만 군대는 정치작전을 중시해 왔다.
본토 수복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한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 목표는 대만 체제와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정신전력을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작전학원은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후인 195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대만 국방력의 특징에 관한 연구 119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7월에 정공간부학교(政工幹部學校)로 개교하여 1970
년 10월에 정치작전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6년 9월에 국방대학 정치작전학
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2)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은 대만 체제의
우월성과 입국(立國)의 정신을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의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 교체,
양안관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북아 및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대만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의 핵심 가치(Core Value)
리더십
(Leadership)

소통
(Communication)
지도상담
(Counseling)

협동
(Teamwork)
분석 능력
(Analytical Skills)

핵심 가치
(Core Value)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비판 및 창조적 사고력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출처: 國防大學 政治作戰學院, https://www.fhk.ndu.edu.tw (검색일: 2019년 10월 27일)를 참조
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위 <그림 3>은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의 핵심 가치(core value)로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특히, 비판 및 창조적 사고력(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을 비롯하여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군과 민간영역과의 협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응용예술계의
활동은 군의 정신전력과 예술을 접목한 창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장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國防大學 政治作戰學院, https://www.fhk.ndu.edu.tw (검색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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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치작전학원 교학단위(교육·연구) 조직도

정치작전학원
교학단위(교육·연구)

신문학계

정치학계

대학부

연구소

대학부

응용예술계

심리 및
사회공작학계

중공군사
사무연구소

대학부
대학부

연구소

연구소
국제관계組

미술組

박사반

심리組

석사반
행정관리組

석사반

심리
석사반

음악組
사회공작組
영화組

사공
석사반

출처: 國防大學 政治作戰學院, https://www.fhk.ndu.edu.tw (검색일: 2019년 10월 28일)를 참조,
그림으로 구성.

위 <그림 4>는 정치작전학원의 교학단위(부서)이다. 커리큘럼과 교과목의 변화에
비해서 조직 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작전학원은 교육과정
에 따라 대학부와 학위과정으로 구분되며 전공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정치학계, 신문학계, 응용예술학계, 심리 및 사회공작학계가 있으며 응용예
술학계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연구소에서 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정치학원 대학부
는 전공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애국심의 가치를 견고히 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홍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관계 세부전공은 양안관계에 대한 이해
를 교육 목표에 두고 있으며 행정관리 세부전공은 팀 수행능력의 강화와 부대 관리능
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정치작전학원의 정치학계의 대학원
및 연구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Core Value)와 발전전략(Developing Strategy)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소통과 표현 능력, 국가안보정책 토론 능력, 선전 활동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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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작전학원의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국제관계, 국가발전, 정치작전, 군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 및 분석 능력, 정책소통과 공공관계 능력 배양에 교육의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박사과정은 군사정책, 정치작전, 중국공산당과의 전쟁, 학술이
론과 지식, 독립적 연구 조사 능력, 혁신적 사고능력 배양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정치작전학원은 정치학계를 비롯하여 각 교육영역별로 현역 장교 중심의 전임 교수와
외부 인사를 초빙한 겸임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대만 군대 생도 교육기관 및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 세부전공
구 분

계 열

인 원

육군군관학교

이공/사회/비행

304

해군군관학교

해양/선박/전기/응용/정보

171

공군군관학교

이공(비행/기술)/사회(비행/기술)

212

정치학(국제관계)

20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

정치학(행정관리)

20

신문학

24

국방대학 총장
(상장 ☆☆☆)
※ 정치작전학원
원장(소장 ☆)

응용예술계

27

심리·사회공작(심리)

26

심리·사회공작(社工)

26

소 계

143

법률

15

재무관리

24

군수관리

39

정보관리

33

소 계

111

국방대학
이공학원

정보공학/화학·재료공학/전기·전자
동력·시스템/기계·항공

186

국방의학원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공중위생학

163

국방대학
관리학원

합 계

1,290

출처: 中華民國(臺灣) 國防部, https://www.mnd.gov.tw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를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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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3>은 대만 장교 양성 기관인 각 사관학교들과 국방대학 정치작전학원의
대학부 과정의 세부 전공을 나타낸 것이다. 국방대학 산하 정치작전학원은 크게 4개
영역의 전공을 두고 있다. 정치학의 경우에는 국제관계와 행정관리로 세부 전공이
구분되어 있다. 이 외에 심리·사회공작 전공, 신문학, 응용예술계 전공이 있다. 국방대
학은 산하에 법률, 재무관리, 군수관리, 정보관리 등을 전공으로 두고 있는 관리학원과
정보공학, 화학·재료공학, 전기·전자, 동력·시스템, 기계·항공 등을 전공으로 하는
이공학원 등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4> 정치작전학원 정치학계 대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교육 목표
구 분

정
치
작
전
학
원
정
치
학
계

대
학
부

대
학
원

정치학계 교육 목표

국제관계組

- 국가정책 홍보 능력 배양
- 군인으로서 애국심의 가치를 견고화
- 양안관계의 발전과 국제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

행정관리組

- 국가정책 홍보 능력의 제고
- 군인으로서 애국심의 가치를 견고화, 팀 수행능력 강화
- 부대원들을 조직, 통솔, 편성하는 개인 능력의 배양

석사

-

국가 발전전략과 전쟁운영계획의 숙지
군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
교육의 핵심 가치: 국제관계, 국가발전, 정치작전,
군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 및 분석 능력,
정책소통과 공공관계 능력

박사

-

군사정치학 지식 및 정치작전이론의 교수법 구축
군사적 사고력의 강화와 통합 작전 실행 능력의 배양
교육의 핵심 가치: 군사정책, 정치작전,
중국공산당과의 전쟁, 학술이론과 지식,
독립적 연구 조사 능력, 혁신적 사고능력

및
연
구
소

출처: 國防大學 政治作戰學院, https://www.fhk.ndu.edu.tw (검색일: 2019년 10월 30일)를 참조
하여 표로 구성함.

위 <표 4>에서 제시한 것은 정치작전학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대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의 교육 목표이다. 대학부의 세부전공인 국제관계와 행정관리, 그리고 대학
원(연구소) 역시 석사와 박사의 교육 목표를 별개로 지정하고 세부적인 교육 목표의
방향과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대학 대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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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 과정은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전공 필수과목으로

Ⅰ

헌법, 법학개론, 입법정신 등이 있고 미적분, 프로그래머론, 화학(실험), 물리 (실험)
등의 과목은 대학 차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학년의 주요 과목은 중국
현대사(건군사), 대륙문제연구(공산당 이론 평가·해석) 등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
급심화과정과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작전학원 대학부 정치학 전공에 공통 핵심과정으로 개설된 과목들은 정치학
일반을 포괄하며 중국정치, 중국정치사와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학연구
방법론뿐만 아니라 안보학, 협상학, 민군관계, 위기관리, 정치심리학, 예술과 문선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치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작전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 정치체제와 국가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적정(敵情) 연구 선수과목에 중국 당정(黨政)관계, 중공
해방군개론, 중공국방현대화 등의 과목을 편성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과목들을 두고 있다.
정치작전학원 정치학계 영역의 국제관계 전공의 필수과목은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선수과목에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과목들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행정관리
전공의 필수과목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산, 재무, 행정 등 군대의 행정에
필요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 한편, 선수과목에는 행정윤리학, 조직
이론, 인력자원관리, 국방정책 집행과 평가 등 행정 실무와 연관된 과목들이 중점적으
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부의 세부전공인 국제관계와 행정관리에서는 교육의 핵심가치와 목표에 대해
서 공통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전공별 교육 목표에서 대학부
국제관계 전공은 국제정세를 비롯한 양안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부 행정관리 전공은 전반적인 부대행정에 대한 이해
와 함께 지휘능력 함양을 교육의 핵심가치와 발전전략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치작전학원 정치학계 연구과정의 세부 과목 편성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교과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다. 정치작전학원의 정치학계의 연구과정은 4개
의 영역이 있으며 모두 비학위과정이다. 여기에는 정치작전연구영역, 행정관리연구영
역, 국제관계연구영역, 국가발전연구영역 과정으로 구분된다. 전공필수과목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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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론과 방법, 사회과학연구방법 두 과목이 있다. 전공선수 과목에는 정보통신기술
과 관련된 실무적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다. 주요 과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연구,
양적 연구와 통계 분석, R 언어(데이터 처리와 통계 분석), R 언어(데이터 탐색),
정부통계분석 등의 과목 등이 개설되어 있다.13) 특히, 이러한 과목들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용적인 교과목들이 커리
큘럼에 반영되어 있는 점은 과학기술과 무형전력이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작전학원 정치학계 연구과정의 연구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에는 국제정
치의 특징과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과목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발전이
론연구, 현대 헌정 사조(思潮)와 체제 연구, 국제관계이론과 연구, 국제정치경제학연
구, 조직이론연구, 행정법연구, 군사정치학연구, 정치작전이론과 실무연구 등의 과목
이 개설되어 있다. 세부 연구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치작전 연구영역은 ‘중공 정치공작
과 전쟁연구’, 행정관리 연구영역은 ‘전자정부와 AI의 군사적 응용연구’, 국제관계
연구영역은 ‘외교정책과 결정 연구’, 국가발전 연구영역은 ‘비교정치와 양안관계 연
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의 과목들은 각 연구영역별로 실무와 실용성
측면에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정세변화의 양상과 대만 군대의 정신적 무장력의 특징
1. 양안관계 변화와 대만 체제의 수호
대만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민간영역, 특히
경제 부문에서 대만과 중국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949년 이후 단절됐
던 중국과 대만 직항 바닷길이 2001년 1월 2일에 반세기 만에 재개되었다. 대만
13) 대학원 정치학계에서는 국제관계, 국가안전전략, 국제공법, 국제정치와 군사외교, 미·중·대만 관계,
중화민국 외교정책, 미국외교정책, 국제정치경제학, 국제조직(국제기구) 등이 주요 과목이며 행정관
리계는 통계학,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공공정책과 국방, 조직이론, 국가기밀보호법제, 국방예산과
재무행정, 국방입법실무 등이다. 國防大學 政治作戰學院, https://www.fhk.ndu.edu.tw (검색일: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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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쭈다오(馬祖島)를 출발한 대마호가 3시간 반 뒤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항에

～

도착하여 52년 만에 직항로를 열었다. 직항은 대만 마쭈다오 진먼다오(金門島) 2개

～

섬과 중국의 푸저우(福州) 샤먼(厦門) 2개 항구 사이에 개설됐다. 2000년 5월 취임한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소삼통(小三通)을 주창해 왔다. 소삼통이란 중국과 전면적인
삼통(通商-通航-通郵) 실시에 앞서 인접한 일부 섬들에 한해 삼통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한다.14)
본격적으로 삼통이 실시된 것은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에 이루어졌
다. 대만과 중국의 항공기들이 양안을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한편 전면적인 우편
교류 업무도 개시됐다. 이로써 양안 간에는 통상·통항·통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대삼통(大三通)’ 시대가 열렸다. 이와 아울러 대만과 중국은 대만 가오슝(高雄)
항과 중국 톈진(天津) 사이를 오가는 선박운항을 시작으로 해상 직항시대를 열었다.15)
대만 민진당 정부는 이러한 양안 간 경제 협력과 군사적 대결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천수이볜 총통 집권 시기에 양안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 이와 같이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민진당 정부를 견제하는
기류가 대만 내부는 물론 중국 내에서 강하게 형성되었다. 첸수이볜 집권 2기인 2005
년에 당시 제1야당인 국민당 롄잔(連戰) 주석은 5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롄잔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회담에서는 양안
간의 적대 종식과 교류 진척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민진당 정부에 대한 반발과 견제는 중국과 대만의 반관영 협상기구의 회담 성사에
서도 나타났다. 대만 반관반민 단체인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리덩후이 총통 시기
인 1991년 말에 설립되어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교류를 진행해 왔다(김종
하·김재엽 2016, 109-110). 천수이볜에 이어 2008년에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
이 집권하자 양 협회는 교류협력을 위한 회담을 실시하였다. 양 협회는 주말 직항노선
개설과 대륙 관광객의 대만 방문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협상에서 대만과
중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와 타이베이(臺北), 타이중(臺中), 가
오슝(高雄)을 연결하는 주말 직항노선 개설에 합의하였다. 대만은 중국 관광객이 주말
직항편으로 대만을 방문하도록 하고 그 수를 확대할 것을 중국에 제안하였다.16)
14) 『국방일보』 2007년 1월 2일.
15) 『연합뉴스』 200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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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독자성을 자주 피력한 천수이볜 총통은 장징궈 전 총통의 이름을 딴 IDF
징궈(經國) 호의 성능을 개량한 신형 전투기 시범 비행을 참관한 뒤 이 전투기의 명칭
을 ‘슝잉(雄鷹)’ 호로 명명하였다. 대만 공군은 80년대 장징궈 전 총통의 이름을 딴
IDF 징궈(經國) 호를 독자 개발하여 현재 130여 대의 징궈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예 젠(殲)-10기를 대만 해역에 배치한 데 맞서 대만
군은 모두 70억 대만 달러(약 2,000억 원)를 들여 복역한 지 20년이 넘는 징궈 호의
성능 개조작업을 벌여왔다. 대만은 이에 따라 징궈 호에 장착된 톈젠(天劍) 2호 미사일
을 2기에서 4기로 늘리고 연료고를 증대하고 체공 가능시간을 2배로 늘리는 한편
공대지 정밀 공격능력과 레이더 항법시스템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17)
대만 해군은 대만 해협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 잠수함을 겨냥하여 군사훈련을 실시
하였다. 대만 국방부는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 군사 훈련에서 잠수함 공격용
S-70C 헬리콥터와 네덜란드에서 건조한 검룡(劍龍)급 잠수함 하이후(海虎)를 동원,
가상 중국 잠수함에 어뢰를 명중시킨 것을 공개하였다.18)
마잉주 총통 시기에도 양안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군사안
보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분단의 상징인 진먼다오는 대만의 최전방에 위치한

㎞

조그마한 섬으로 대만에서 100여 나 떨어진 반면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에서는

㎞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8년에 진먼다오에 포탄을

6

발사하며 포격전을 벌였다. 과거 양안관계에서 ‘대결’의 상징이었던 진먼다오와 마쭈
다오에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카지노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있다.19)
중국은 푸젠(福建)성에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협서안 경제구’를
건설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푸젠성 출신의 주민이 상당수인데다가 대만의 유력 기업
들이 푸젠성에 자본을 투자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적극적
으로 추진해 온 양안 정책인 ‘선경후정(先經後政·정치보다 경제가 먼저)’ 노선에는
군사안보의 변화는 해당되지 않았다.
국민당은 천수이볜 총통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통한 기습 공격과 대만 점령 시도
16)
17)
18)
19)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방일보』
『매일경제』

2008년
2007년
2007년
2009년

6월 10일.
3월 29일.
3월 7일.
10월 13일;『연합뉴스』 201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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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양산을 추진했던 숭펑 E2호
추진에 대해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집권에 성공한 마잉주 총통
은 최대사거리를 600km로 제한하여 숭펑 E2호의 양산과 배치를 승인하였다(김종하·
김재엽 2016, 126-127).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1,500기와 450기의 중거리 미사일뿐
만 아니라 수백 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대만
침공을 위한 각종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F16을 개량한

～

F16V 66기를 미국과 협상하여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만이 보유한 사거리 1,000

㎞

Ⅱ

1,500 인 중거리 미사일인 숭펑 E는 중국의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저장(折江)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전투기·재래식 잠수함·아파치 헬기 등 첨단 무기들의
도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20)
최근 대만은 대만해협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접근해 오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방공훈련을 전개하였다.21)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이 확실한 분위
기 속에서 대만 정부는 1984년부터 중국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서 매년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2020년 한꾸앙(漢光) 훈련에 미군 장교단을 공식 초청하였다.22)

2. 대만 민주주의 제도와 체제 독자성의 부각
대만과 중국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아울러 양안관계의 해빙을 통해서
교류협력의 증대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의 대중국 안보정책의 틀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제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와 군부는 대만 독립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해방군 대표들은 민진당 천수이
볜 총통의 대만 독립 발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천수이볜 총통
은 “대만은 독립해야 하고 이름을 바로잡아야 하며 신헌법이 필요하고 발전해야 한
다.”고 선언하는 등 ‘4요1무(四要一沒有)’론을 전개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2000년

20) 『세계일보』 2019년 8월 24일.
21) 『연합뉴스』 2019년 11월 20일.
22) 『문화일보』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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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시 독립 선포·국호 변경·양국론 입헌·국민투표 4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4불1
무(四不一沒有)’ 원칙을 천명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천수이볜 총통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 군부는 대만 독립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중국은 비상 상황 시에 군사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였다.23)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에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집권 후에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시대에서 벗어
나자는 운동을 벌였다.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한 천수이볜 총통은 ‘구장’(去蔣, 장제스
부자로부터 벗어나자) 운동의 일환으로 젱밍(正明)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장
제스를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을 대만민주기념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곳곳에 산재한
장제스 부자의 동상을 철거하기도 하였다(한지은, 2014, 113-114).
대만은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경험과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병력 자원의 감소에 따라 대만은
2014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모병제로 징병체제를 전환하였
다. 대만에서는 예비군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병력감축 추진과
첨단 무기도입 등 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병역연령에 도달한 대만 청년층은 의무적
으로 신병 기본훈련 5주와 초중급 주특기훈련 11주 훈련을 포함한 4개월 동안의
훈련을 수료한 후, 바로 예비역으로 전환된다. 현재 대만의 국방개혁의 핵심은 모병제
에 이어 병력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24)
대만 군대는 최신 무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비군 전력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만의 예비군의 교육훈련에도 정치사상교육, 국제
정세, 등 ‘교양교육’과 특기교육, 실습·사격훈련으로 구성된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입영대상의 감소와 아울러 첨단 무기 도입의 필요성 등 환경 변화가 대만이
모병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모병제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3) 『연합뉴스』 2007년 3월 6일.
24) 『국방일보』 2019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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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대만 군대의 정신적 무장력 확립을 위한 군 조직은 국방부 정치작전국과 국방대학
정치작전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정신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인 정치
작전국과 정신교육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정치작전학교는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
운영과 정신적 무장력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작전국의 여러
조직 가운데 정치종합처와 문선정교처가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종합처는
정치작전정책 기획과 교육훈련, 복리복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문선정교처는 정치교육,
홍보, 심리전, 군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의 기조는큰 변화가 없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민주주의,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과목뿐만 아니라 ‘대만 헌법과
인권 연구’, ‘대만 국민과 국가 정체성 연구’ 등과 같은 과목들도 편성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과거와 같이 사상전을 중시하면서 이념교육에만
치중하지 않고 양안관계와 국제정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만의 시대정신이 정신교육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전체주의
적 체제가 1987년 이후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작전학원의 개설 과목에도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학위과정의 국가발전 연구영역의 개설 과목
인 ‘군대와 사회관계’, ‘민군관계와 정치작전연구’, ‘대만 헌법과 인권 연구’, ‘대만
국민과 국가 정체성 연구’, ‘빅데이터 분석과 연구’, ‘전자정부와 AI의 군사적 응용연
구’ 등의 과목이나 정치작전학원 정치계 대학원 공통과목인 ‘군대와 사회관계’, ‘정치
사회학과 군대’, ‘전민국방과 국가안전’ 등의 교과목들은 민주화 이전 시기와는 상당
히 달라진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정치작전학원 정치전공은 독립적 연구 조사 능력과 혁신적 사고능력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적 무장력
확립을 위한 교육 목표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만의 민주화 이후에는 군대에서도 민주주의제도와 민주시민 양성,
민주적 군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만 군대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의 대결에서 정신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한국군
의 정훈교육은 대만군의 교육 체계를 일부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정치교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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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정신교육도 달라진 국제 환경과 아울러 양안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신전력을 중시해 온 대만 군대의
정신교육의 목표는 대만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대만 체제를 수호하는데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방부의 정치작전국과 아울러 국방대학 산하 정치작전학
원이 군대의 정신적 무장력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만 군대는 국방개혁을 통해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신적 무장력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한국군의 정신교육의 커리큘럼에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민군관계의 중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 등 과학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다룬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함으로써 정신교육의 의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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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aiwan’s National Defense Power:
Focusing on the Intangible Power Organization
and Education Direction of the Political Warfare Bureau(PWB)
and the Fu Hsing Kang College(FHK)
Woo-Chan Cho

The tone of the Taiwanese military’s mental education has not changed
much, but the content of education is gradually changing as the times change.
Meanwhile, changes were accompanied in many aspects, including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rise, as well as the thawing of bilateral relations, and the increas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framework of Taiwan’s
military and security policy toward China remains solid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fense system against Chinese attacks remains unchanged.
Taiwan’s Defense Ministry’s Political Warfare Bureau(PWB) is responsible
for the military’s mental education, as well as for military secrets, public relations
and military service, and has a high profile.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mental education is the Fu Hsing Kang(FHK) College under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Fu Hsing Kang College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conducts related research along with university course and graduate
education. The goal of the Taiwanese military’s mental education, is to check the
superiority of the Taiwanese system and to defend its system.
Keywords: Taiwan Military, Political Warfare Bureau(PWB), Fu Hsing Kang(FHK)

College, Mental Armed Power

